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 간증 (권진형 형제, 기쁨 목장)1)

  안녕하십니까, 기쁨목장 권진형입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아마 연아 아빠라고 하면 다들 잘 아

시겠지요? 매주 찬양팀에 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있으니 어마어마하게 떨리네요. 2년 전 아내

와 함께 샴페인에 왔고, 또 여기서 사랑하는 딸 연아도 태어났고, 서로 아옹다옹하며 나름 잘 살

고 있습니다.

  저는 금수저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 겨우 스텐레스 숟가락 정도 되고,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습니다. 저는 청춘의 절반을 운동선수로 살았습니다, 향락에 빠져 청년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은퇴 후엔 전공의 특성상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방랑자

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몸뚱아리만 믿었고, 제 지식만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나

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고, 자식이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의 인간의 원초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감

사함은 있었지만, 제 삶의 한쪽 구석 어딘가는 항상 공허하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기

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뼛속까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하나님과 대화하

는 간단한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지요? 제 맘 알지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 봄학기 특별새벽기도를 준비하는 주일 찬양팀에게 도움 요청이 왔습니

다. 아침에 밥 준다고 해서 처음 새벽기도에 나가보았습니다. 뼈를 때리는, 정말 뼈를 너무나도 

아프게 때리는,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선택하신 주제와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일주일간의 새벽기

도로부터 제 생활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서로 미

루기만 하던 일도 기분 좋게 제가 먼저 하려고, 또한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침 큐티 모임입니다. 결정적으로 아침에 밥 준다 해서 

나가봤습니다만 밥은 안 줍디다. 그 동안 크게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노

재왕 목사님의 케어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을 나누면서, 달던 쓰던 제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편협한 시각과 생각에서 비롯된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 타러 나가는 출근길이 즐겁고, 도시와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1) <편집자 주> 지난 3월 1일 주일 예배 때 권진형 형제가 나눈 간증을 전재(全載)합니다.



  저는 아직도 일개 연구실의 포닥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

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특새와 아침 큐티 모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

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을 알게 되고 평안을 얻었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이 길어 졌습니다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침에 큐티 모임2) 진짜 

좋은데 더 이상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나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2)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소모임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간증할 때에는 아직 아침 큐
티 모임이 진행중이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