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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다운 타운에 위치한 해리스 병원의 입구를 들어서면 벽면에 타임 캡슐을 개봉한 

내용물이 눈에 띱니다. 타임 캡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꺼내 볼 것을 (당사자가 

아니면 후손들이라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의 물건들을 보관해 둔 캡슐(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집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 시간대에 걸친 타임캡슐들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12 년 전 한국에서 싸 들고 가져온 짐 중에 개봉도 하지 않고 창고에 놓아둔 박스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1990 년에서 92 년 사이에 아내와 주고받은 해외 연예 편지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내 

편지를 잘 보관했는데, 아내에게 보낸 저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쑥스럽다며 다시 읽는 

것을 거부했지만, 저는 늦은 밤까지 한 장 한 장 봉투를 열어가며 그 시절 편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큰 아이와 둘째가 유치원 시절에 그린 그림, 아빠에게 쓴 편지를 꺼내 깨끗한 박스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미래를 위한 타임캡슐이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휴지 봉투에 던져 넣은 몇몇 장난감은 다시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분신처럼 가까이 끼고 놀던 물건들 속에 추억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일학년 때 쓴 30 년 지난 일기장도 찾았습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그 

당시 좋은 기억 한 두 가지로 마치 그 시절이 다 좋았다는 양 여기고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 1 학년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성령 충만하게 산 것처럼 착각했었다는 

각성이 그 타임 캡슐 안의 일기장을 여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자주 결심하고, 

자주 실패하고, 늘 반성해야 했던 대학 새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절친이 저를 

떠나 보내며 써 준 몇 페이지의 시도 찾았습니다.  

 

타임 캡슐.... 어제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간을 개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며 미래를 향해 달려왔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든, 기록이든, 

뭔가를 어디엔가 간직해두고, 먼 훗날 다시 꺼낼 기회가 있을 때, 그 때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릴 

우리 자신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를 하늘 아버지는 타임 캡슐 안에 다 담아놓으실 텐데, 장차 천국에서 

우리의 것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화를 주님과 나누게 될까요? 

‘잘 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