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감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225명 개안수술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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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 좋았을’ 100주년 기념 잔치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면 세상이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팔판동 49의1. 최근 창
립 100주년을 맞은 삼청감리교회 문
희수(58) 목사는 섬김과 봉사를 강조
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삼청감
리교회는 교회의 담을 과감히 헐고
지역주민을 위한 총체적 쉼터로 거
듭나고 있다. 장년 350명의 전형적
인 중형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친구가 되자"
삼청감리교회는 지난 19일 100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교회는 시각장애인 225명의 개안수술비 6760
만원을 실로암안과병원 김선태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교인들이 작년 8월부터 십시일반 모은 것이
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모두 1만원 이상씩 헌금했다. 어떤 분은 도움천사가 되고 싶다며 1004만원을 기
부했다. 마을 주민들도 "시각장애인 돕기 운동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선한 일은 종교를 초월한다"며 기
금을 보내왔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고스란히 개안수술비로 사용된다. 문희수 목사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거나 즐길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사회의 약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기로 교인들과 뜻을 모
았다"고 말했다.

#"소통의 통로를 열어라"
삼청감리교회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담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활짝 개방했다. 서
적 9000여권을 구입해 어린이도서관을 열었다. 도서관은 근사한 문화공간으로 발전했다. 부모와 어린이
가 함께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다. 각종 영화도 상영한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음악가들이 바이올린·첼로
교실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월 3만원. 일반 경비는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최근에는 '도서관학교'를 열어 운영의 노하우를 공개했는데 교파를 초월한 33개 교회, 57명의 목회자
와 사모가 참가할 정도였다. 문희수 목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라면서 "담을 제거하고 소통의 통로가 열리면서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복음에 문화의 옷을 입혀요"
10년 전만 해도 삼청동은 빛바랜 사진에나 등장하는 동네였다. 세월의 흐름이 정지된 흑백의 파노라
마였다. 세월·대화·사건이 침묵 속에 묻혀버린 정적의 동네였다. 이 적막한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
었다. 제1대 목사는 벙커 선교사. 기독교방송 사장을 지낸 이재은 목사 등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거
쳐갔다. 제29대 문희수 목사가 부임해온 것은 1999년. 문 목사는 복음에 문화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지
역사회를 향해 겸손히 손을 내밀었다. 흔히 전통적인 교회가 갖기 쉬운 고루함과 배타성을 과감히 버렸
다. 지금은 지역사회로부터 '없어서는 안될 교회'로 인식되고 있다.
삼청감리교회는 최근 100주년 기념교회를 헌당했다. 강원도 원주에 흥업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찾아준 일이다. 문 목사는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일은 교
회의 영원한 사명이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