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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슨 일로-이것도 기억이 잘 안남- 아내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대뜸‘ 내 전호번호는 기억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뜨끔했습니다. 궁지에 몰렸다싶으니 그 나마 연결되려하던 열자리 숫자 조합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흩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 적어도 아내 전화번호는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아내의 정당한 

핀잔을 들으며 머리 바깥에 놔둔 또 다른 두뇌-스마트 폰-을 열어 번호를 확인해야 만 

했습니다. ’ 682-OOO-OOOO'  
 
 말이 스마트 폰이지 우리의 원래 타고난(?) 스마트(smart)함을 빼앗아가는 기계장치에 의해 우리는 

점점 무능해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파도타기 하듯 망각의 곡선 아래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이기에 가끔씩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도 심방을 갔다가 오랜 만에 만난 상대방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 집 드나들 듯이 다닌 학교 근처 길도 오랜 시간이 지나 찾아가니 ‘ 이 길이 

맞나?’ 싶은 경험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망각은 잠시 당혹감을 주지만 절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망각하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한 절망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랑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사람됨의 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가장 먼저 겪는 것은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삿8:34). 망각은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 되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예, 신8:18).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겸비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나를 보호하지만, 교만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잠16:18,19). 감사는 겸손의 증거이고, 교만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잊었던 아내의 전화번호가 스마트 폰에서 제 뇌 속의 기억 장치 폴더에 복사되었습니다. 

682-521-3**4. 전도심방을 갔던 분을 다시 찾아가 또박 또박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릿속으로 20년 전에 다닌 달라스신학교 근처의 길을 지도로 그려봅니다. 망각의 파선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희미한 희열을 느낍니다. 
 
 이제는 잠잠히 지나간 시간 속의 책장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처음 주를 만난 날, 주신 응답들, 

허락하신 은혜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돌봐주신 손길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감사의 책장을 

하나씩 넘기며 희미해진 기억에 밝은 색상을 입혀보면 어떨까요? 스마트 폰이 아닌 가슴에 새겨야 할 

감사의 조각들입니다. 이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넘어지지 않을 힘을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