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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수 신 모씨 명지대 교수 정,모씨 주말 인기 프로그램에 고정 출, TV연했던 건축디자이너 이 모씨 동숭아트센,터의 김 모씨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모씨 연극인 윤 모씨 그리고 엊그젠 인, ,기 방송인 최 모씨까지 유명인들의 위조…된 학력을 드러내는 보도가 꼬리에 꼬리를물고 있다 이른 바공인 이라 불. ‘ ( )’公人리는 이들의 감쪽같은 속임을 보고 있자니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와 예비 장인에,게 잘 보이려 학력을 위조했다가 벌금형을선고 받은 어느 대 남성의 얘기는 차라30리 애교에 가깝다.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학계 예능,계의 풍토를 이번 기회에 반성하자는 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잘나신.공인들에게 은근슬쩍 면죄부를 발급하‘ ’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군.그만한 잔머리가 없어 자기 학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최근에 불거진 학력?위조 사태의 본질은, 자신의 지난 이력자신의 지난 이력자신의 지난 이력자신의 지난 이력((((履履履履

을 정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를 사실을 정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를 사실을 정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를 사실을 정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이를 사실))))歷歷歷歷과 다르게 조작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과 다르게 조작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과 다르게 조작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과 다르게 조작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 )( )( )( )利利利利를 취하려는 심보를 다스리지 못함를 취하려는 심보를 다스리지 못함를 취하려는 심보를 다스리지 못함를 취하려는 심보를 다스리지 못함이다.날조된 이력의 반짝 효력은 정직한 이력의아우라1)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이력의 고백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원천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꾸,밈없는 신앙 이력의 당당하고 진솔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죽음의.시한을 년이나 연장시켰고 히스기야왕15 ( /하 무뎌질 대로 무뎌진 민족의20:2-3),양심을 깨워 회개운동을 일으켰으며 에스(라스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나라/ 9:5-15),를 구하기도했다 여호사밧대하( / 20:5-12).또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고 다니엘단 초대교회 최고의사( / 9:3-19),도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스(데반행 개인과 민족의 신앙 이/ 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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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감 없이 고백했기에 가능했던 역사들이다.우리는 지난 주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각자와 요셉선교회의 신앙 이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있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만데 하는 마음에 슬쩍 여유 부리고 잠.’…깐 쉬려는 생각은 없었는지 나는 아직,‘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마음에 충성과.’…헌신은 남의 일로 여기며 여전히 요셉의객을 자처하지는 않았는지 이러저러한 단.면만을 보고서요셉선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일찌감치 한계를 긋고 마음속으로 짐.’짓 결론을 내려버리진 않았는지.세간의 학력 위조의 경우 위조임을,‘ ’스스로가 잘 알기에 최소한의 양심과 용기만 있다면 금세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 이력에 대한 이러한 착각은 몇 번 되뇌다 보면 어느 새 정말 그런 것처럼 세뇌되기 십상이다 비록 고의성은 없다 해도.사실과 다르게 왜곡된신앙 이력 위에‘ ’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길 기대하

는 것은 욕심이다.요셉선교회의 열네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다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앞에 시작과.끝을 운운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드러내는 것일 테지만 마지막을 향해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의 각오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될 터이다 직분을 맡았네 말았네 라는 피상적.인 시각을 벗어나 자신의 지난 신앙 연조를 찬찬히 되돌아보자 어차피 다살자. ‘ ’고 하는 신앙생활 아닌가 신령한 경주의.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으니 나의 부족한 신앙의 틈을 부지런히 메우면서 열심히달려보자 그리하여 일 년 뒤 그럴듯한. ,신앙의 이력 몇 줄을 내 신앙의 이력서에추가해 보자. 민승재 요셉 | 미팅 부총무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