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st Show Up 모임에 참여하며
장경록 목사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자
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내 앞에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을지라도 먹지 않
고 쳐다보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좋은 영적 진미(도서)들이 널려 있다. 문제는 어떤 음식들
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알아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편
식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시행하지만, 썩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다. 

이렇듯 영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현대 교우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Just Show Up은 최선은 아
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차선으로서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보여 주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
경 공부 준비에 대한 부담,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무언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 등을 상당히 
덜어 줄 수 있는 독서 모임이 Just Show Up 독서 모임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4-5명이 한 팀이 되어, 세 개 팀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모였다. 
언뜻 보기에는 딱딱한 교리에 대한 책이었지만, 큰 부담 없이 접근하다 보니 참석하는 교우들 역
시 쉽게 책을 대하는 것 같고, 일반 성경 공부 모임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번 모임이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점은, 보통은 한 장(chapter)을 다 듣고, 자신이 밑줄 그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30분 동안 한 장 전체를 한 번에 듣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은 아니어서, 우리 모임에는 한 장을 2-3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듣고 나누는 것을 반복했
다. 한 장 전체를 듣고 나눌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 또한 보통은 밑줄 그은 것을 나누는 것
으로 끝났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모임 말미에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해서인지, 일반 성경 공부 모임보다 
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나눌 수 있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Just Show Up 독서 모임을 교회 내에서 독서 클럽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조금 확장하여 편안한 성경 모임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귀한 모임을 위해 애쓰시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