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서 소개
타드 볼싱어(Tod Bolsinger) 박사는 디소서를 소개합니다. 이 서신은 교회 내에서
리더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멘토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맨] 좋네요. 저 사진에서 몇 살이세요?
[토드] 26 살이요.
[카메라맨] 좋네요.
[Tod] 한 장 더 있습니다. 30 년 전 마크 로버츠와 저입니다.
저는 타드 볼싱어(Tod Bolsinger) 박사입니다. 리더십 형성(Leadership
Formation)의 부사장이자 책임자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실천 신학과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정확하게 이만큼 깁니다.
실제로 두 페이지도 안 됩니다. 진짜 편지이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삶에서 시기적절한
편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순간에요.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풀러에서의 제 일과—지난 몇 년 동안의 제
일의 일부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고, 코칭하고, 컨설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저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합니다. 그들이 사역 중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그 특권을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 짧은 성경에
대해 이토록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3 살이었을 때, 할리우드 장로교회에서 대학생 목회를 하던 제 친구 마크
로버츠가—저에게 자기의 역할을 맡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회에
경험이 조금 있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할지 깊이 의심하고
있을 때, 휴가 중이던 마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불안을 안정시켜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할리우드 장로교회의 로이드 오길비 수석 목사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드, 당신의
소명은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할리우드
장로교회에서 제 직업의 설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풀러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향후 30 년 동안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이것이 그런 종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순간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이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지도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멘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명입니다.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게 너의
소명이야, 디도. 너와 내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내고, 장로들을 임명하고, 지도자를
양성해. 나 바울이나 디도 너보다 더 큰 일이 되도록 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해.
장로 임명은 정말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회가 단지 한 명의 교회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곳은 바울의 교회나 디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여러 세대에 전수해 줄
예수님의 교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입니다, 상황에 맞게 성장하고,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형성된 리더들이요.
3 장 4 절과 5 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선한 일,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디도가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그가
다른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진리는—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리더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의나 선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연줄이 많은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같은
리더들에게 황금 같은 서신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