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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리더들께, 

 

우리는 세계대유행병을 일으킨 COVID-19 바이러스의 해로 정의되는 가장 예측못한 해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사태를 폭풍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10 개월 동안 이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28 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났던 끔찍한 

폭풍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폭풍은 배에 탔던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이 폭풍 속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에 수없이 시달리면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짐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 내내, 교회는 이 폭풍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을 버텨내기 

위해 우리의 짐들을 (정규적으로 해오던 사역들)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에 맞는 적응들을 

만들어 냈고, 이전보다 더욱 민첩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바울이 만났던 그 폭풍과 

같은 느낌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 개월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폭풍의 10 번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의 새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이 폭풍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폭풍 세번째 날에, 배의 선원들은 너무 걱정한 나머지 배 기구들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배 기구들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 선원들은 어떻게해서든 

배기구들을 버려서라도 이 폭풍 속에서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조차 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형적인 배 기구류” 처럼,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들의 일부가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그 

짐들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돌아 왔을 때, 우리는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왜 이것을 하지?”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많은 이들이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폭풍의 

기간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낙심되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혼, 침체, 질병, 죽음, 심지어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에 탔던 이들이 모든 희망을 버렸던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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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승선자들에게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폭풍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으로 인해 

여러가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과 모든 승선자들은 

해안가에 다다랐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달 안에, 이 폭풍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과, 우리가 배우게 된 것들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안가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배의 짐들처럼 버려야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 나를 신뢰하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폭풍의 다른 편에 도착했습니다”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없이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기도들 속에서 모든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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