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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따를 스승을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은 리버티 신학교의 김창엽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저의 신앙과 목회와 신학에 큰 영향을 주신 저의 스승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창엽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리버티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한국을 방문하신 교수님을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말이 있듯이, 그날 미팅에 저의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경수라는 

친구가 동행했습니다. 친구는 법대에 진학하자마자 사회과학에 심취하면서 운동권 대열에 합류했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신앙에 막 불이 붙은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둘이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평행선을 그으며 논쟁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습니다. 싸워도 

친구는 친구여서 제가 유학 갈 대학의 교수님을 함께 만나겠다고 따라나선 것입니다.  
 
 그날 친구를 김창엽 교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 만나서 

반갑소.’ 라는 인사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교수님은 친구 소개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다른 대화를 뒤로하고 차분하시면서도 정리된 음성으로 친구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이였고, 스쳐 

지나가며 인사 정도로 끝날 한 청년이었지만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마주한 순간, 복음전도자로 

돌변하신 모습은 지금껏 지워지지 않는 교수님의 첫 인상입니다. 이후로 신학교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4년 동안 신학과 성경을 가르쳐주신 교수님으로 인해 저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잠시 한국에 나가 결혼해서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 온 첫날, 당신의 집으로 꼭 오라하시며 방 한 

칸을 내주어 숙소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다음날 일어나 삶은 계란과 커피로 아침을 준비해주신 후,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가르쳐주신 제 삶의 목자이셨습니다. 달라스에 와서 

이어지는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다시 버지니아에 갔을 때 안수식을 주례하시며 

목사로서 길과 지침을 가르쳐주신 인도자이셨습니다. 낙심될 때 전화를 드리면 좋은 상담자로 

경청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고드릴 때는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신 동역자이시기도 했습니다.      
 
 90대 중반을 넘기신 연로하신 몸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기억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스승님을 작년 

버지니아 주에서 개최된 전국총회 참석 차 갔다가 4 시간을 운전해 찾아뵈었습니다. 또 언제 뵐지 알 

수 없는 아쉬운 마음 중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따라갈 길을 

앞서 보여주신 스승님으로 인해 행복한 마음 간직하며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목회를 꿈꿔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