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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른 후 어느 순간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삶의 흔적과 역사 속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략하게나마 한마음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 및 봉헌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마음교회는 2004 년 2 월 22 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윌로우크릭 침례교회 벤 맥클린 목사님과 

성도의 선교적 열정에 힘입어 한마음교회는 교육관 건물 모퉁이 교실 한 칸 (현재 한마음교회의 

사무실)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꿈은 로마서 15 장 5-7 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벤 목사님은 자신의 목양실 (건너편 예배당) 에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수, 언젠가 

이 방이 너의 방이 될거야!”그러나 벤 목사님은 얼마 후 새로운 목양지로 떠났습니다. 4 년 반 뒤인 2008 년 

여름에, 한마음교회 역시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레이스 웍스 교회 건물로 모임 장소를 옮겼습니다. 벤 

목사님의 그 말을 저는 한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0 년 “기적을 경험하는 해”라는 한 해 표어대로 

하나님은 윌로우크릭 교회의 교육관 건물과 5.5 에어커 땅을 기적처럼 주셨습니다. 2 년 후인 2012 년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표어를 붙들고 기도하던 그해, 영적인 지경을 의미한 그 기도는 문자적으로 

땅을 넓혀주시는 응답으로 찾아왔습니다. 모교회인 윌로우크릭 교회가 해산하면서 건너편 예배당 건물과 

3.5 에이커 땅을 한마음교회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자리 잡은 목양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전에 

벤 목사님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8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윌로우크릭 교회는 교육관과 예배당 건물을 한 장소에 연결해서 지을 계획을 오래 전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양쪽 건물을 오고가는 것은 안전의 문제와 사역 면에서 불편함을 주었기에 

저희도 언젠가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교회가 찾아와 건너편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2016 년 6 월의 일입니다. 이로써 2016 년 10 월 30 일에 새 예배당 착공식, 

2017 년 5 월 31 일 완공까지 6 개월 만에 약 5 천 스퀘어피트의 건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솜 

건축회사는 그들의 약속을 가격과 시일 면에서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오늘 헌당 감사예배를 

드리며 봉헌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이 건물은 지나온 우리 사역의 결과나 혹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의 상징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이 땅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마음”을 담아냅시다. 단지 건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재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 함께 교회를 섬기며 

헌신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감격과 기쁨을 나눈 모든 한마음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