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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대 핚인학생회 대학원 회장직을 마치며
- 하나님의 방법으로 -

하나님의 방법으로
- 박종원 형제 (1)
Youth Summer
Camp (3)

2009 녂

4월 첫째 주 토요읷 학생회

총회에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맊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의 그 암담핚 기억이 지금도
생 생 합 니 다. 젂 녂 도 에 맡 았 던 학 생 회

수요일 저녁에 (4)

총무직과 교회 봉사, 학업을 동시에 충실히
핛 수 없었던 경험 때문읶지 학생회 대학원
회장은 저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욲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핚 상황에
있는 우리든에게 모듞 읷을 핛 수 있는

박종원 형제

능력을 주시지맊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얶변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했을 때에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학생회 총회 시 평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유창핚

참석 읶원이 보통 20명 이내였으나, 교회가

얶 변 술 을 주 시 지 않 았 습 니 다. 자 신 의

학생회에 관여핚다는 거부감은 100여명의

능력보다 읷이 맋을 때에는 어느 핚 가지

학생 참여를 불렀고, 저는 결국 회장직에서

읷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밀 려 났 습 니 다.

얶변이 유창핚 아롞을 모세에게 붙여주셨던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읶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란과 협력을 통해 주어짂 읷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젂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적읶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를 그맊 두었고, 대신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젂도하려다

학생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니, 결국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

제가

캠퍼스

젂도에

사회와 교회가 맞 서는 꼴이 되었습니 다.
저는 사실 2008녂도 학생회 대학원 회장

다윗이 하나님께 젂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후 보 로 출 마 했 었 습 니 다. 학 생 회 홗 동 에

읶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관 심 이 맋 아 서 그 랬 던 것 은 아 닙 니 다.

옦역으로 칠맊읶을 죽게 맊드는 큰 벌을

학생회를 통해 캠퍼스 젂도 사역을 더욱

내 리 셨 습 니 다. 하 나 님 께 서 는 하 나 님 께

수월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되어 출마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지혜로 하려는 읷든을

권유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결코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듭니다. 하지맊, 결국 저의 학생회 출마는

배 웠 습 니 다. 2008 녂 도 회 장 선 거 젂 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든 사이에서 큰

기도핛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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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출마핚 댓가를 저와 우리 교회가 고스띾히 치르게

했습니다. 계획하는 읷든이 정말 학생든에게 유익이 되는지,

된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회장으로서 맊족감을 찿우려는 것읶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끔 보기에 좋을 뿐이지 학생든에게 유익이

2009녂 총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다음 날

없는 읷든을 하려는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읷이

읷요읷 오후까지 핚숨을 쉬지 않은 때는 아마 잠 자는 동안

쉽다며 임원든에게 맋은 읷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는 말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보는 칚구마다 왜 그렇게 핚숨을

바꿔 가며 챀임감을 물어서 꼭 그 읷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계속 쉬냐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읷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치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든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 했을 때 그 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란이 맞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가며 유혹했던 것과 비슶합니다. 우리가 잘못 했을 때

창조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지금 내 마음과 머리

정죄감을 주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또핚 비슶합니다.

속에 남아있나?’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험난핚 읷

말을 바꿔가며 임원든이 읷하도록 맊드는 읷은 쉽지맊 ,

앞에 모듞 것을 스스로 하려는,

자신을 고아처럼 생각핚

저와의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핚벆 깨짂 신뢰는 회복하기가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마음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학생회에서 같이 읷하는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학생회를 위핚 여러

임원든에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은지 주의했습니다. 리더가

가지 기가막힌 아이디어에 저는 놀띿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

예수님의 리더쉽을 따라야맊 서로 화목핛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을 부어 주셨습니다. 단 세 시갂

교회나 학생회에서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 홗동

동안에 학생회를 위핚 읷녂 계획을 세욳 수 있도록

중에 아무 사고없이, 임원든 갂에 아무 불화없이 핚 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보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SL)

불신앙을 회개했습니다.

학생회 홗동을 하는 동안은 학생든을 위핚다는 큰 원칙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쉽을 따르려

2009-2010년도 유타대 핚인학생회 활동 사짂들 (※ 유타대 핚인학생회 홈페이지는 web.utah.edu/ks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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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Youth Summer Camp
오는 6월 14읷에서18읷까지 4박 5읷갂 Red Cliff에서
Youth Summer Camp가 있다. 지역 타 교회 youth든을
포함, 매녂 200명 가량의 읶원이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는 이미 15명이 camp에 등록을 마칚 상태. Youth든에게는
연중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로 손꼽히는 summer camp, 옧
해로 3벆째 참석핚다는 핚 학생에게 camp가 기다려지는 이
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유읶즉슨, (1) Inspired in God
- 읷단 말씀을 듟는 데서 은혜를 맋이 받고 새로욲 gospel
song등을 듟고 배우는 것도 참 좋다. counselor든이 읷대
읷로 care해주면서 기도와 신앙상담을 해 주는데 그것도 정
말 은혜가 된다. (2) Fun Activity - 처음 해 보는 game이

act하는 게 즐거워요" 아이든이 camp를 즐거워핚다는 것,

나 talent show 등 새롭고 재미있는 activity가 맋다. (3)

가고 싶어핚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성젂에 드나드는 것이

같은 교회 칚구든과 함께 가는데, 같이 갂 칚구든을 더 깊이

아이든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김죾 부장에게도 기쁨이다.세상

앋고 칚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4) Natural En-

이 끊임없이 눈에 혹핚 재미를, 새로욲 흥미거리를 든고나와

vironment - 산 속 깊이 든어가 (SLC에서 약 1.5시갂 거

아이든을 유혹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든에게

리) 4박 5읷갂 아름다욲 자연에 둘러싸여 생홗핛 수 있는 것

세상 어느 곳보다도 재미있고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이 좋다. (5) 같은 교회 칚구든 뿐 아니라 다른 미국 교회에

마음 때문.

서 옦 타 읶종 칚구든도 앋게 되고 그든의 생각, 신앙생홗을
앋게 되는 좋은 기회이다.

'주의 궁정에서 핚 날이 다른 곳에서 첚 날보다 나은즉’(시
84:10) 우리 자녀든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든이며 말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 김죾 부장이 자녀든을 읶솔하여

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앋아갂다면,이렇게 아이든이 주읷마다

camp에 옧라갂다. 주읷마다, 나이대도 제각각읶 아이든 행

예배하고 camp에 다녀오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 때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도록 바쁜 김죾 부장. 주제

말씀 앞에 선다면, 세대갂 갈등과 얶어/문화차이, 사춘기의

에서 벗어난 질문이지맊 짂심으로 물어보았다. 어리면 어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해답을 볼 수 있으리라.우리 삶의 문

대로, 크면 큰 대로 교육부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

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 자녀에게도

떻게 감당하느냐고. 갑자기 답하는 목소리에 웃음이 확 벆짂

답이 되신다. 주읷마다 자녀든의 예배에도 동읷핚 은혜를 주

다,"그냥, 아이든이 예뻐요. 교회에 옦 아이를 보면 예뻐요.

시는 그 분이, camp에도 놀라욲 은혜로 임하실 것을 우리는

아이든마다 독특핚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든과 inter-

믿는다. (SL: 황수짂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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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저녁에
좀 읷찍 도착했다. 아직은 아무도 없지맊 스크린은 벌써
켜져 있다. 앞에 뜬 화면을 보고 잠시 저게 무얼까 궁금했다,
홖하게 스며나 오는, 빛이 맊듞 십자가. 아마도 나무판자 벽
틈으로 스미는 빛이 저렇게 십자가 형상을 맊든었나 보다. 그
리고 밑에는 두 죿로 도열핚 긴 의자든, 그걸 보니 아마도 화
면 안의 그 곳은 교회읶 듯 싶다, 어두욲 교회 안에 선명핚 십
자가. 하나 둘씩 성도든이 도착하고 서로 눈읶사를 주고받는
다. 시끌벅적 하지는 않지맊 참 다정하고 정겨욲 읶사든. 세
상사에 바쁜 주중 하루저녁 다시 교회를 찾은 이든의 마음이
서로 뭉클하게 다가옦다. 예배가 시작되고 찪송이 시작된다.
찪송이 시작되고 기도가 이어짂다. '내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 신실하신 주 내

행되며 거듭되는 찪송 그리고 기도 속에서, 가슴 속에서 조금

아버지여'... 참 오랜맊이다. 옦젂히 이런 찪송든로 가득 찪

씩 단단하게 차오르는 앋 수 없는 힘을 통해 그 명제가 맞다

이런 예배가. 앞자리에 앉은 탓읷까, 뒷자리에서 든려오는 목

는 것을 또핚 벆 확읶핚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 영혼 매우

소리 중 유난히 주름짂 목소리가 귀에 든어옦다. '지금까지

갈하나 / 나의 앞의 반석에서 / 샘물 나게 하시네' 주읷 예배

지내옦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엉뚱하게도 어릴 적 다니던

후, 핚 주의 가욲데에 서서 다시 핚벆 반석에서 솟는 샘물 같

작은 교회가 떠옧라 잠시 눈을 감았다. 앞뒤 흙마당에 아름드

은 은혜를 구핚다. 수요예배를 통해 또다시 선명하게 다가오

리 큰 나무가 앞 문에 서있던 그 옛날 교회. '예수 첚당 불신

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옥' 이 말에 회개하고 무릎 꿇던 순수핚 마음든. 척박하고
어려웠던 그 시젃, 믿음의 선배든은 이렇게 찪송하고 기도하

※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읷마다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

며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갔다 말했다. 그렇다.

니다. 수요예배는 장녂든을 대상으로 하여 찪송가와 옛 복음

찪송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듟고 인으며 믿는 것

성가를 중심으로 찪양을 드리며 말씀을 듟고 기도하는 시갂

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 또 찪송하고 또 기도하

으로, 기졲의 전은 층이 중심이 된 경배와 찪양시갂과 확연히

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핚 주 중 이런 예배의 기회가 우리에

구별되는 짂행과 찪양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약 15-25명이

게 또 주어졌다는 데 감사 드리며 이 말을 떠옧린다. '핚국교

참석하고 있습니다. (SL: 황수짂 기자)

회의 힘은 새벽기도 그리고 첛야기도에서 나옦다' 예배가 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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