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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이라 단어를 적고 보니 순간 정당에 가입하는 것(?)처럼 어감이 와 닿네요. 정당이 아닌 예배당입니다. 

^^ 매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던 새 예배당 안에서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11 월 첫 날부터 시작된 공사는 건축회사 측에서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6 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신뢰를 잃지 않은 건축회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공간은 예배당, 부엌, 그리고 

친교실이 주된 기능을 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친교실은 예배당으로 향하는 통로와 로비를 겸하게 됩니다. 

예배당과 교육관 중 간에 자리잡아 친교를 통해 성도가 서로 마음이 연결되는 기능을 해줄 것입니다. 

널찍한 부엌을 바라보는 분들의 표정 속에는 만족감과 더불어 새롭고 강렬한 섬김의 욕구가 엿보입니다. 

^^ 계단을 올라 2 층 예배실로 향해야 했던 그동안의 불편을 덜어내고 아담하고 아늑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해줍니다. 이전보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열정, 새로운 헌신, 

새로운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새 건물 안에서 우리가 다져야 할 새로운 각오를 생각해봅시다. 첫째, 건물은 지어졌지만, 교회로서 

우리는 여전히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가야 합니다. 예배당과 교회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둘째,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멈춤의 

고요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움직임의 역동성도 필요합니다. 즉, 움직이지 않고 교회가 저절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찾아나서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남/여선교회의 방향성도 새롭게 정비해보아야 합니다. 모임의 기능을 단지 회원 관리와 교제의 차원에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교회 밖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찾아가고 돌아보고 기도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는 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선교회 별로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침내 입당입니다. 

함께 새로운 기대감으로 힘찬 도약을 이루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