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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학창시절 때에는 어머님의 강요로 교회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2 

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도 고 3 대학입시 준비와 대학입학 후에는  

대학문화에 빠져 교회출석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더욱 더 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동부로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이런 저런 핑계로 다시 옛날 나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2001 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니깐 주일날 교회를 빠져도 귀찮게 전화 오거나 신방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랑에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생활은 겨우 주일만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아는 선배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 핑계로 주일마저도 섬기지 

않고 다시 100%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교회가야 해?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나 자신을 

설득시키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 받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유로워지면서 

나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은 사라지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서 회사는 힘들어지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위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2009 년 9 월 2 일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뇌 4 군데에 손상이 와서 기억상실, 오른쪽 팔, 다리 

1. 제 5 기 사랑전도학교에 오신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이번주강의는 이성진목사님이 반대질문 다루기를 가지고,다음주에는 수요이슬비,주일이슬비,토요 

노방전도,방문전도,문서팀,중보기도팀,새생명축제준비팀에 대한 사역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기도 와 결단이 

필요합니다.조원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모든참석하신분,조장, 찬양,접수,식사,음료,간식,사진,셉업,기도등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번  기도로 섬겨주신 김형옥권사님,박혜신집사님,최순자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기도로 섬겨 주실 오인자권사님(조장 스텝 모임 

대표기도),이영자권사님(식사기도),박명현집사님(시작 대표기도)에게 감사드립니다. 

4. 오늘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지지 않도록 조장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기타문의는 김찬열 집사(714-393-0704,chanyulca@gmail.com)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 겠 습니다 

 

 

마비와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화장실 조차도 혼자 갈수 없게 되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이었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젊으니 

3 개월 정도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주변의 말들에 희망을 가지고 

한의원, 물리치료, 신경과 등등으로 일주일 7 일 내내 치료 받으려 

다녔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어쩌면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 갈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서 한 가정에 가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을증이 오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다락방까지 조인하도록 저에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다락방을 통하여 제 신앙의 길이 새로이 열리고 

순장님 & 순모님 그리고 모든 순원들의 기도로 저에 영적 회복, 육체적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라면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저에게 새일꾼반, 성경교리 그리고 제자반까지 참여하게 

하시면서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수 

있는것은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과 늘 곁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다락방 식구들, 제자반 형제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도 여러 문제로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아 갈수 있습니다. 

 

장원재 올림 

 

 

 

 

 

 

 

 

 

 

 

 

 

 

 

 

 

 

 

 

 

 

 

 
 

http://www.sarang.com/cafe/srcc_mission/?la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