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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참 특별한 숫자다40 .세상에 관영한 죄를 쓸어내기 위해 비가쏟아졌던 기간도 일이고 모세가 자기40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도 그의 나이 세 때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40 .야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기간은 40년이며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기도,했던 기간과 공생애 시작 무렵 예수님이광야에서 금식했던 기간도 각각 일이다40 .세상에서 나이 을 불혹 이라 부르40 ( )不惑며 인생의 분수령으로 삼는 것도 우연은아니리라.그리고 오늘 파송예배를 통해 요셉선교,회를 떠나는 선배들의 나이도 올해로 딱마흔 줄을 헤아린다.파송 혹은 졸업척박한 토양에 심겨진 요셉이라는 씨앗은 어느덧 담을 넘는 가지로 성장하였다' ' .오늘 파송을 맞은 여러 선배들의 기도와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찬은,아닐 것이다 일단의 기관 활동을 무사히.마무리하고 다음 기관으로 옮겨가는 단계에 이른 것은 축하받을 만한 경사다.짧게는 몇 년 길게는 년 이상을 몸담, 10

은 신앙의 터전이기에 성전 구석구석에까지 신앙의 이력이 아로새겨져 있을 법하다 그 기억을 더듬을 때 감사와 아쉬움이.묻어나올 것 같다 성전을 오가는 선배들.의 시선에서 올해 들어 은근히 습기가 느껴졌던 것도 나름 이해가 간다.선배들의 파송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짠하다 좀 과장하자면 왠지 모를 위기의.식 비슷한 것도 느껴진다 저런 선배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뿌듯함은 어느덧 이제 나도 저런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바뀌어간다 떠나는 선배 못지않게 어떤.후배들은 그 빈자리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것이다.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어찌 그리 간사하고 시간은 어쩌면 그렇게 쏜살같은지, .헤어짐이 아쉽다며 붙잡은 손을 차마 놓지못하는 것도 잠시일 뿐이다 일상으로 돌.아와 연속되는 분주함 속에 정신없이 지내다보면 어느새 또 년이 지나고 우리는1다음 또래를 떠나보내는 시점을 맞게 될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평강제일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닌가 오늘 파송된 선배들을.다음 주 토요일에 여주기도원에서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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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지도 모르고 구역예배를 통해서 혹은,대예배를 통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마주칠 게 뻔하다 오늘의 파송이 학교나 직장.에서의 이별과 사뭇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그때 그 선배 정말 열심이었는데" , .…요즘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이따금 떠오르는 선배 한 두 명은 있을 것이다 교.회 일에 헌신하던 선배 약한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보듬어주던 선배 하지만 아쉽게.도 어느 샌가 사라져 버린 선배 지금은,어디 사는지조차 행방이 묘연한 그런 선배말이다.오늘의 파송이 값진 이유 중 하나이다.요셉에서의 몇 년간 자신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은 선배들의 감사 제목이다 빡빡한 삶 속에서 온갖 시련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까지 자리를 지켰음은 후배들이 우러러볼 대목이다 내 나이 에 이르렀을 때. 40과연 나는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파송?을 바라보는 우리 후배들의 화두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이제.‘나의 요셉선교회 생활도 년 남았다 며1 .’신앙생활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어느 70또래의 조용한 다짐은 믿음직한 귀감이다.

나이 을 가리키는 불혹 의 사전40 ( )不惑적 의미는 우리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대30 청장년의 시기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좀많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뤄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짊어지기 시작하며,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한다 대 때보다는 한층 안정되었지만 할. 20일은 더욱 많아지는 시기 그래서 우선과,차선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짧은 소견에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쉬운 시기이다.파송을 맞은 선배들에게 우리가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이 크고 작은 험난한 신앙 전투에서 자신의 믿음과 가정의신앙을 굳게 지키고 영적으로 살아남았기때문이다.마흔 줄에 들어섬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도정을 떠나는 선배들의 신령한 무운(武을 감히 빌어본다) .運 민승재 요셉 | 부총무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