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BYEONGHO LEE)의 기독교적 영성형성(Transformation) 스토리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CBTS MDIV 3 학기에 재학중인 55 세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MDIV 에 재학중인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32 년간 장교로 근무하다 2016 년 가을 학기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선교에 대한 활동은 1990 년 대한민국 최남단 부대인 완도해안경계중대장으
로 근무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섬에서 삶의 의지 없이 근무 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고넬료 백부장과 같은 중대장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서 완도 청해진군인교회를 대대장을 도와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러나 장교의 신분상 1~3 년 마다 변경되는 대한민국 전후방 각지의 근무지에 따라 16 개의 군
인교회를 30 년간 섬기면서 교사 및 부장, 성가대, 전도/선교회 회장, 기독군인회 임원 등의 제
한된 활동을 하면서 군선교/복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2 년 평택대학교 학
군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생인 ROTC 후보생의 전도를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병사도 중요
하지만 장교가 되는 매년 1 만여명의 이 ROTC 장교후보생들이 군의 간부가 되는 중요한 역할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군의 리더가 되지만 이들을 전도하여 고넬료 백부장 같은 군선
교와 군복음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되게 하는 사명을 재인식하고, 전국단위의 대한민국
ROTC 기독교장교 연합회 ROTC 후보생 선교본부 부본부장과 새물결 선교회 ROTC 기독후보생
담당 간사로서 전력투구하게 되었고, 지금 CBTS MDIV 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장교로 근무를 마치고, 공직자로 계속 살아 간다면 경제적인면이나 신앙인
으로서 안정된 삶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를 이렇게 CBTS MDIV 로 부르신 것- 젊은 장병으로 구
성된 군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라는-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CBTS MDIV 에 입학하면서 저는 4 년의 목회학 과정을 잘 마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미장
교 생활을 하며 수년간 담당하던 군 선교를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여 무엇
이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미국에 불러 주셨으니 잘 하자고 다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생각은 막상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단지 하나님만 바라
보며 공부하기에는 신학의 학문적 내용이나, 생활측면에도 경제여건이나 언어와 문화 등등의 다
양한 갈등 요소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저를 어렵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며 고생하는가 하는 회의와 번민 속에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6 년 11 월 이승종 교수님의 목회윤리를 수강하며, 한국의 기독교와 북한선교
문제 등을 미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명자로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의 목회자,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양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가르칠 때에 십자가 부활과 구속의 섬김이 드러나는 관계와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CBTS 에서 GREEN 장학금도 주시어 경제적인 면도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개월 동안 갈급 했고 피폐 했던 저의 영성을 되돌아 보며 성경 묵상과 기도와
새벽 예배나 주일예배 등의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안정을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 년 4 월 양정모 교수님의 기독교윤리를 수강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미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 년 가을 학기에
박사무엘 교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독교 영성훈련”을 수강하며 영적 자서전과 영성일지 작성에
대해 지도를 받으며, 또한 교수님이 제시한 게리 토마스나 헨리 나우웬, 리처드 포스터의 저작과
접하면서 저의 목회자 영성을 향상시키는데 뚜렷한 방향을 제시 받고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는
저의 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CBTS MDIV 를 계
속 더 힘차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과 ROTC 장교 후
보생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고넬료 백부장 되게 만드는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