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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사 안수 예배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의 악보를 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찾던 중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2010년 1월 22일)에서 {내 

삶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이 찬송과 관련된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도 이 글은 저의 대학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며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먹고 목욕탕에서 서로 등 

밀어주던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 중 소위 세상적으로 가장 잘 

된(?)분인데, 현재 모 정당 소속의 2선 국회의원으로 있는 조해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든, 

평신도든, 어떤 직업에 있든 주와 함께 가는 여정에서 불러야 할 찬송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소개합니다.   
 
 “ 나는 이 찬송을 1994년 10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관예배 때 불렀다. 아버지는 그해 8월 암 

진단을 받으신 후 두 달여 뒤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다. 굳이 

말하자면 유교적 전통 속에 사셨던 분이다.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예인의 기질이 있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큰 어머니들의 회고에 따르면 아버지는 소년 시절부터 소 먹일 꼴을 베거나 산에 

나무하러 갈 때면 잎사귀를 따다가 풀피리를 구성지게 잘 부르셨다. 어른이 돼서는 꽹과리, 장구, 북 

등 사물을 멋지게 다뤄서 동네 농악대의 상쇠가 되고, 전국 농악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입상도 하셨다.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잘 피우고, 춤도 잘 추시는, 한 마디로 풍류남아셨다.  
 
<중략>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늘 낙천적인 미소로 사셨던 아버지께서 94년 여름에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 

암 세포가 간까지 퍼진 말기 상태셨다. 암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노래를 읊조리셨다. 가만히 들어보니 찬송가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고 여쭈니까, 아버지는 “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고 말씀하셨다. 이후 평생 교회를 

등지고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죽음을 앞둔 절대고독의 시간에 어릴 적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불쑥 

떠오른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새벽기도부터 각종 예배에 나가셨다. 그리고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집 안방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다. 병원 영안실에서 입관예배를 

드릴 때 내 입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왔다. 한 사람씩 따라 부르면서 감동이 온 방을 퍼져갔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날 이후 나의 1번 찬송은 이것이 됐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은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영생의 확신을 다지게 한다. 세상의 

삶에서 큰 힘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