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임마누엘의 표징

낯선 지역에서 도로표지판을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표지판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만 보게 됩니다. 저는 표지판이
건물에 붙어 있는 지역에도 가보았고, 길 중간에 매달려 있는 지역에도 가보았습니다.
일단 표지판을 본 후 어디를 보면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쉽게 표지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녹색
표지판이나 갈색 표지판들은 바로 코 앞에 있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알고” 있을 때, 표지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끔 깨닫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이나 슬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님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운이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징을 알아보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석,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많은 분야에서 학위를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 불평등의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선교할 때,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지식까지도 귀기울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마을의 여성들에게 배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 노숙자들에게도 배웁니다. 이와 같은 실천은 우리의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도처에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는 조직개발 “전문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개체, 지방회 그리고 연회 그룹들에서
일하는 회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시도하고,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할 때
성장합니다.
대강절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표징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몇명 안되는 사람들만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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