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찐(FAT) 사람이 되세요! -첫 번째 이야기   

 
8-7-16 
허종수  
  
제목이 의아하지 않나요? 체지방이나 뭐니 해서 다들 살을 빼고 싶어 난리인데 살찌라는 말이 

왠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영어, FAT는 한국어로 ‘ 살찐 사람’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칼럼에서는 F.A.T.가 영어 세 단어, Faithful(신실한), Available(준비된), 그리고 

Teachable(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의 머리글자로 사용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교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 생전에 자주 언급하며 교육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강한 

영향력을 남긴 가르침이어서 책을 다시 열어 확인하지 않고서도 제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제 마음에 각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FAT한 사람입니다. 신실한(faithful)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맡은 일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신실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북부지방회에 소속된 이명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2008년 봄에 서쪽 에벌린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의 교회를 회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받은 감동을 그 해 4월 19일자 칼럼에 “ Abilene 방문 일지” 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한인이 많지 않은 도시여서 한인교회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분명했고, 큰 도시로 나와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고 싶은 유혹도 없지 않았겠지만, 목양의 사명을 위해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4년 차 목회 초년생인 제게 숫자 23은 상당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달라스에서 텍사스 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 전역에서 모인 한인침례회 소속 

목사님들 앞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명교 목사님의 지난 사역과 그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분을 수식하는 숫자는 30이었습니다. 올 해 초까지 한 교회에서 30년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은퇴한 이후 달라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는 목사님은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분도 아니고, 교회 성장에 남다른 업적을 이룬 분도 

아닙니다. 유명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땅의 업적과 하나님의 인정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길이고, 그 외길이 외로운 길이 된다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길을 걷는 

분들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앞에서 저는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섬김의 자리가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칠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아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섬김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 풍성한 선물로 되돌아옵니다. 신실함은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교회 화장실 롤 페이퍼를 사다가 교체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무더위를 뚫고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신실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이 살피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신실하게 섬김의 길을 달려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