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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동정동정
STAGE 1: 무지무지

약함과 장애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거나 그것들을 
고칠 수 없다는 사인이다. 
사실, 그들은 죄 또는 믿음
의 부족의 결과 일 수 있
다. 하나님은 너무 깨진 사
람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
는 주변에 장애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나는 장애우들을 알고 그
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
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장애우들을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정말 
어렵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다른 이
들을 도울 수 있다. 나의 
아이들이 장애우가 아니
라서 너무 감사하다. 약
함이나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은 그들의 불편함 
때문에 분명히 나같이 
그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그
들이 삶에서 어떤 목적
이나 의미를 볼수 없다.

나와 동일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존귀한 
가치가 있다. 나는 누군
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드리기를 바란
다. 그러면 나는 그런 노
력에 정말 행복하게 지
원할 것이다. 사실, 우리
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
쩌면 우리는 특별한 교
회 교육 클래스를 시작
하거나 부모를 위해 관
리 위탁 간호를 시작해
야 한다.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
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
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
기에 뿐만 아니라 내게
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
리고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에 더 유익임
을 안다. 또 내가 그녀를 
많이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녀가 나를 축복한다는 
것도 안다. 사실, 나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
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장애우
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
람들을 교회와 지역 사
회에 보내주신다. 이들
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우정이 자라는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
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 우리 각자를 부르셨
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셨을 것이다. 나는 
사역이 단지 장애우들
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
라 그들과 함께, 그들 곁
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함께, 장애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함께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
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수고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줄 수 있고 또한 받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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