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평생에 가는 길
저는 불교 가정에서 7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나,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는 세상의 칭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고등 시절에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교내를 주름잡기도 했고요. 그 후 대학교, 사회생활, 결혼 등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으며, 교만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저는 예수님과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툭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려 들어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야멸차게
거절하며 핍박도 많이 했답니다. ‘예수쟁이면 저나 믿지 왜 남을 귀찮게 한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 믿으라 하니 그만 만나고.’
‘이웃에 사는 장로님은 나만 보면 교회 나오라 하니 이사를 가고.’ ‘저 제자는 공부도 잘 하는데 뭐가 모자라서 예수를 믿을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모자라거나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피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때는
내가 죄인 중의 죄인이요 죄인 중의 괴수라는 바울 사도의 말도 모른 채, 지옥 시민권을 받기 위해 서서히 죄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홍 같은 죄 목들을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딸로, 아니
예수쟁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약 22년 전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5개월째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 잘 하던 큰딸은 대학 입시에 낙방해서 온 집안이 침울했고, 시어머님은 간암 진단을 받아
서울에 있는 크다는 병원은 다 모시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체육시간에 잇몸을 많이 다쳐서 이빨이 쏟아져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백수 남편이 빚 보증을 서준 후배가 부도가 나서 그의 원금과 이자를 책임져야 했으며, 이외에도 사람으로선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두세 달 사이에 시한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무섭고 두려운 악몽과 괴몽에 무척 시달렸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지옥행에서 저를 조용히, 아주 은밀히 만나주셨고, 위로로 감싸주시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약속대로, 그 많은 문제들을 서서히 차근차근 모두 해결해 주셔서
그 수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어찌 이 좁은 지면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은 광풍이 이는 바다에서도 단 잠을 잘 수 있는 진리를 내게 보여주셨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명예와 부와 권세가 다 쓰레기보다 못한 배설물”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자존심과 교만까지 모두 내려놓게 하셨답니다.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내가 피해자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이렇게 만든 가해 자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더
억울하고 더 힘들고 더 고초 당했어도, 아무 대가 없이, 불평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깨닫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회개의
징표인 양, 눈물과 콧물이 한없이 흘렀답니다. 그 후 내게 찾아온 평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늦었지만 작년에 주님을 영접한 남편은, 예배에 익숙치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엉뚱한 투정을 해서 제 속을 태우기도 하지만, 이
마저도 저는 주님께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빈틈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착한 남편을 빚고 또 빚으셔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간증할 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며 살자고 내게 성화를 부릴 남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조용히 기도
드리면서 예레미야 33:3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간증을 마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