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사목서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 6:51)

무더운 더위, 낮에 마스크를 쓴 얼굴은 쉴새 없이 땀이 맺히고, 밤에는 잠을 뒤척이며
고생하셨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온을 빕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벌써 3번째 대면예배 중단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제 너무 오래되어 익숙하다 여겼건만, 막상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힘이 빠지는 건 어
쩔 수 없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
에, 조금씩 주님과 멀어져가는 듯한 불편함과 불안함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눈앞에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 뿌리 깊은 나
무처럼 주님만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빵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
는 자리에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지침과 힘겨움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일상에서 주님께 더 많이, 더 깊이 머무르기 위
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성전에 모여 성찬과 애찬, 기도와 친교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각자의 시간을 예배와 애찬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
다.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머물며 우리의 동역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 시간
이 친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
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머무는 기도운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보내드리는 기도
문을 그 시간에 드리며 주님께 머무는 시간으로 만들고, 기도문을 그 자리에 놓음으로
그 장소를 주님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힘든 이 시기를 지
혜로이 견디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사목단 드림

일상의 기도 ‘머무름’
보내드린 기도문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두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
다.
†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문
1) 잠자는 곳에 배치합니다.
2)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3) 잠시 침묵하며 묵상합니다.
† ‘하루를 마치며’ 기도문
1) 잠자는 곳에 배치합니다.
2) 저녁에 자기 전 ‘하루를 마치며’ 기도를 드립니다.
3) 잠시 침묵하며 묵상합니다.
†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기도문
1) 식사하는 장소에 배치합니다.
2) 식사하기 전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기도를 드립니다.
3)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기도문
1) 자신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장소에 배치합니다.
2) 일을 하며 수시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머무름’ 기도 운동은 실천한 만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이 더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사목단에게 연락주시면 더 제작하여 보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차후 새로운 기도문을 보내드리오니 기도문 거치대는 계속 보관하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