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우 간사의 2014년  첫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지난해 성주에서 신입간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배성우 
간사입니다. 올해로 부터 1년차라는 상큼한 이름으로 고신대와 신라
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 합니다. 아직 스스로 간사라고 소개하는것
이 쑥스럽습니다. 이 쑥스러움이 저는 좋습니다. 해가 거듭되어도 스
스로 쑥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라대는 정호윤간사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감사를 표하고 나누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호윤간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공동체가 헌신
에 대한 좋은 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터는 허성은간사와 제가 
신라대를 담당합니다. 아직 신라대 지리도 모르고 학생들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막연함도 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
습니다.  

13일에는 신라대 지부 챕터를 가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지부 챕
터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개척지부라는 상황과 헌신하는 이가 없
어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챕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 같다는 생
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신라대 지부에 대해 주인 의식
을 가지고 고민하고 활발하게 대화 나누는 학생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
들 마음에 ‘왜’ 라는 고민과 ‘해보자’ 라는 용기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
다. 이후에 이들의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챕터에 모인 네명의 형제들을 ‘신라대 4인’(캠브리지 7인, 고신7인에
서 따왔습니다..)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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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얼굴보고 이야기하고 
고신대, 신라대 캠퍼스 이야기

신라대 지부 챕터 모습입니다.                              
윗줄 왼편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수범(전자공학13), 
배성우간사(고신대05), 최준기(사회복지09),      
김세명(경찰행정12), 정승훈(보건10)

신라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진 4명의 형제들이 운동하려 
합니다. 이들의 열심 너머에 다른 지부와의 
비교와 실패에 대한 기억이 보입니다. 용기 
내어 운동하도록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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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는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습니다. 저와 엄창근형제(현 대학가 
담당간사), 허성은 간사가 소그룹을 맡아오다 다음학기 부터는 12학
번 자매 두명을 중심으로 소그룹 운동을 합니다. 다음학기 공동체 인
원은 20명(휴학생은 제외했습니다.)으로 적지 않은 수 이지만 ivf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두 친구가 자리를 지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학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먼저 즐
겁게 모이면 좋겠다 싶어 매주 모여 교제하고 책읽고 기도하고 있습니
다. 모임을 하기 전에 리더로 살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
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캠퍼스 생활을 하던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란 말에도 주저하지 않는 두 친구들을 보며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 친구들이 리더로 살아가며 지금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더라도 그 시간들 조차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사로 사역하는 것에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염
려가 있지만 처음이라 좌충우돌 할 수 밖에 없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
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캠퍼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sns에서 뿐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만나고 싶습니
다.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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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음의 위안 
배성우의 일상이야기

고신대 지부 방중 리더모임입니다.                         
왼편부터 서은비(사회복지12), 김하연(사회복지12)

고신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처음 소그룹리더를 시작하는 이 친구들이 
만나고 겪게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헌신하는 이들이 
좀처럼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길에서 우선
순위를 훈련하고 잘 정돈해갈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