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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서문
세계 도처에서 흥미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을 일깨워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황
량하고 잊혀진 것 같은 장소들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영국으로부터 케냐까지, 베트남에서 뉴질랜드까지, 하와이에서
메인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깨워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변혁시키게 하고 계신다.
우리의 개혁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운동에 주의를 기울
일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되고 있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종교 개혁에서 나온 이러한 외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
고 섬기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초청
에 의해 “개혁”(re-formed)되어지는 일에 열려있으라는 초청을
한다. 이 자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being re-formed)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Starting
New Churches) 였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
기 (Starting New Worshipping Communities)로 바뀌었다. 여기에
는 과거에 사용되던 말들을 새로운 말들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는 이 자료를 지난 4년 이상 동안 사용했
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리더십에 대해 그리고 새로
운 예배 공동체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가정했
던 것들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되
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의 초판은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
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충실하면서 분별과 계
획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다. 그 당시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방식--누가 그러한 공동체들을 형
성하고, 누가 그 공동체들을 이끌 것인가—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개정판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필요한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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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예배 공동체” (new worshipping commun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국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과거
에 개척 교회 (NCD)로 불렸던 것이 이제는 더 광범위한 용어인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
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일에 연관되고, 기존 교회들이 새로운 상
상력을 발휘하여 상황에 맞게 이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행하고 계신 일들을 설명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린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것
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장로교 1001 운동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내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New)
-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어 성장하도록

•

•

돕기
- 변화하는 우리의 문화를 위해 혁신적 형태의 교회를
창안하기
예배 (Worshipping)
-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아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공동체 (Community)
- 상호적 돌봄과 책임을 다하기
- 리더십과 재정의 영역에서 자생 능력을 발전시키기

Introduction 서론
이 자료의 목적은 어떤 팀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
해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별의 과정과, 특정 상황에 맞는 공
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직선
과 같이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을 직선적으로 통과하
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A-B-C-D…), 이 분별의 과정
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그
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성령님을 따를 때에 말끔하고
직선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섯 개의 과제가 있으며, 각 과
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계들이 있다. 어떤 단계들은 다른 단계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러분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결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하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다섯 개의 모든
과제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그 과제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처
리할 필요는 없다. 다섯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분별팀은 예수님과 교회
와 증인과 복음과 제자 그리고 기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주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2. 비전을 확인하기: 분별팀은 그러한 공동체를 “왜” 시
작하려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누
구”에게 다가서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할 것이다.
3. 가능성 탐구: 비전을 분별하는 과제에서 발전된 비
전에 기초하여 실험해 보라!
4. 선교 지도자들을 찾기: 분별팀은 이 새로운 예배 공
동체의 선교사들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 필
요한 것들을 1-2페이지 정도로 설명할 것이다.
5. 계획 수립: 분별팀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
하기 위해 시행할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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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막 시작하려 하고 있다면,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하여
각 과제들을 통과해 보라. 이미 선교사들 (missionaries)과 함
께 시작하고 있거나, 이미 발전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비하면, 여러분의 과정은 좀 더 직선적일 것이다.
융통성 있게 진행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만, 한 과제라도 건
너뛰지는 마라. 여러분의 분별팀이 이미 몇 개의 과제들을 끝냈
다 해도, 여러분은 아직 끝내지 않은 과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
이다. 각 과제에는 유익한 질문들과 생각할 거리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와, 기쁜 소식을 가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해
서 심화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각 분별팀은
첫 번째 과제, 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부터 시작해야 한
다. 이것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신학적 “중심”을 잡아주
는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많은 그룹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이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가정 하에 이 과제를 축소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
한 것에 근거하여 일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물론 팀이 같은 생
각을 갖고 있기를 바라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러한 토
론을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슈들과 갈등들을
방지해 줄 것이다. 이 과제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인생을 변화
시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과제들
을 밟아 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들 중의 하나는 분별팀이 아직 형
성되지 않았다면 그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분별팀을
위해 고안되어졌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
를 시작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이 팀
의 과제이다. 이 팀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옳거나 그른 결정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께
서 이 팀에 앞서 가시고, 이 팀의 목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께서 움직이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분별팀은,

• 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시도해
•

보고자 하는 공동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한다.
옹호자들 (champions)이 될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의를 공공연하게
옹호할 사람들이다. 이 대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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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며,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할 뿐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다가서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에 헌신된
자들이어야 한다.
선교적 행동을 표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제자직의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보냄 받는 것, 즉 파송을
믿으며, 부름을 받는 곳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보와 경험들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일에 호기심과
흥미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과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듣고 관찰하고 배우는 일로 분주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무시키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한다.

분별팀의 일원이 될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 어떤 이들은 기존 교회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교회들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을 것이다.
• 어떤 이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신이 품고
있던 처음 비전을 소개한 사람들일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는 사람들일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다가가서 함께 하고 싶다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함께 하라고
하는 자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의 회원일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분별팀은 비전을 공유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
팀은 광고와 통지문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은 초청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인들로 구성될 필
요는 없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비전이 있어야 하며, 열심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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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당신을 후원하는 교회나
노회나 언약 그룹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 중에 대표를 선출하게
하여 진행 상황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팀에 꼭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8-12명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어떤 모임이 예정되어 있을 때, 팀원들 중 3분의
1이 빠져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꾸려나가기 위해 충
분한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빠져나가는 회원들
이 있기 때문에, 때로 팀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른
과제들을 위해 때로 팀에 재능 있는 자들을 보충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당신이 함께 시작하는 그룹이 당신이 파송하는 그
룹이 아닐 수 있다. 분별팀에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
기 위해 “보냄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그들 대부분
이 배후에서 지원해주는 “파송자들”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영리 단체들의 이사들은 다음의 세 가지 자질들 중
두 가지를 지녀야 한다: 일 (Work), 지혜 (Wisdom), 부 (Wealth).
당신은 이사회를 창설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 대신에 은사들
(gifts)과 재능들 (talents)을 고려해 보라. 필요한 특정 은사들과
재능들에는 문서 작성, 연구, 그룹 조직,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
해지는 능력, 시간, 언어 기술, 의사소통 기술, 비전, 믿음과 같
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일, 지혜, 은사
혹은 재능 중 두 가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팀 리더를 선정하라. 이 사람은 이 과제를 위한 옹호자여야 한
다. 이 사람은 분별팀을 소집하고 이 과정이 계속 진전되도록
하는 자이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사
람이나 그룹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성령님의 일이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다. 이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내내 성령님을 구하라. 활동을 증
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점 사항으로 삼아라. 성경 말
씀을 가지고 씨름하라. 성경은 어떤 문화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을 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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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ONE: 첫 번째 과제

Establishing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 과제의 목적은 새로운 사역의 토대가 될 기독교 신앙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이해방식에 다다르며, 믿음의 주요 구성 요소
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종국에 가서, 분별팀은 예
수님과, 교회와, 증인과, 복음과, 제자에 관한 핵심적 신앙을 명
료화해 줄 정체성 선언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코칭 포인트
이 과제는 막 시작하려는 새로운 사역을 세워주거나 무
너뜨릴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는 안된다. 팀원 각자가 “예수님”
혹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
는 것은 또한 분별팀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사역의 대상자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것이다.
이 과제와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을 위해 이 책의 뒷 부분에 열
거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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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포인트

STEP ONE: 1 단계
THE BIG PICTURE 큰 그림
시작:
이번이 이 팀의 첫 모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
한 혹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소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각 팀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라:

• 당신의 이름
•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해 보라.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려는 이 분별의 과정에 대해 서로의 생각
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무엇이 당신을 이러한 대화의 시간에 참여하게 했는가?
• 이 과정에 대해 당신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당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
•

생각하는가?
이 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당신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 과정을 함께 시작하면서 당신이 정하고 싶은 어떤 “
기본 규칙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적어서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그룹이 함께 그러한 규칙들을
준수하기 시작하라.

이 기본 규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서로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기, 모임 사이의 중간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서로와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등등. 기본 규칙
을 정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연습처럼 들
리지만, 함께 일하기 위한 기조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공부:
마태복음 9:35-38절을 읽으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이에 제자들에게 이
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5

• 어떤 이미지나 그림이나 낱말이나 구절이 당신에게 크게
•
•

부각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불쌍히 여기셨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용:
당신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왜 참여하려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방법에 우선권을
두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사역을 상세히 계획하는 일
에 쏟아 붓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
다.
이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보라:
세 명의 벽돌공들이 똑같은 곳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한 행인이 첫 번째 벽돌공에게 다가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
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똑같은 질문을 받은 두 번째 벽돌공은 “나는 벽을 쌓고 있습니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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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벽돌공은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나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힘겨운 순간을 맞이할 때
누가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벽돌공으
로 하여금 무엇이 그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담긴 훨씬 크고 심오
한 비전을 이해하게 했을까? 리더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일상적 노동이라는 기능적 활동보다 더 큰 어떤
것에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팀은
각각의 개별적인 결정들이 어떻게 더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
여러분의 분별팀이 이 새로운 사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라. 여
러분은 대성당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렇다 할
지라도, 이 사역이 더 큰 관점을 갖지 못하고, 단지 “벽돌 한장
한장”씩만 본다면, 여러분은 영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정체성과 영적 깊이가 부족할 것이다.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 팀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STEP TWO: 2 단계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한 자원자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
도하게 하라.
1단계의 중간 활동과 후속 결과들:
1. 모든 팀원들로 하여금 그 질문들에 반응한 사람들로부
터 들은 것들을 나누게 하라.
2. 구글 검색창에 “Jesus is”를 쓰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보라. (검색창에 그 두 단어를 쓰고 Enter버튼을 누르
지 않아도 된다. 검색 박스 안에 몇 개의 결과물들이 떠
오를 것이다). 이제 구글 검색창에 “Christians are so”라는
말을 쓰고, 검색 엔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
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을 우
리 문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무
엇을 말해주는가?

돌아가서 마태복음 9:35-38절을 다시 읽어보라.

• 당신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라는 감동을
•
•
•
•

받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왜 그러한 감동을
느끼는가?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체계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이 팀을 불러서 세우시려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장을 완성하라: 사람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완성하라: 사람들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중간 활동 (Bridge Activity):
각 팀원들로 하여금 교회의 활동 교인들 중 한 두 사람에게 그
리고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한 두 사람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
게 하라: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
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
까?” 여러분이 들은 것을 다음 모임에서 함께 나눌 준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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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어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새로운예
배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팀과 함께 나누기:
팀원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
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라.

성경 공부:
마태복음 16:13-25절을 읽으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
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
라 하나이다 15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시몬 베
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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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이시니이다 1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
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
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기지 못하리라 19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 0이에 제자들에게 경고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 21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
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
타내시니 22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
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예수께
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이에 예수
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다가
서려면, 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들
과 은유들을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별팀은 그들 주변
의 문화와 잘 소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명백히 전달하고, 팀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핵심을 잘 표현하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분별팀은 그들 주변의 지역 사회에 접근
하여 질문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것이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팀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세상과 어떻게
교류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설명이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라.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이 잠재적인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말해보라.

• 두 세 사람에게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
•

어떤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부각되었는가?”
두 세 사람에게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하라: “베드로가 한
번은 ‘잘 이해했고’ 또 한 번은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게 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용: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신지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교회적” 언어를 사용
했는가? 아니면 기독교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
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는가?

• 비 교회적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묘사한 것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로자와 친구로 묘사했다. 그리고 더 이
야기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길고도
힘든 하루의 끝에 푹 쓰러져 누울 수 있는 퀸 사이즈 침대로 묘
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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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포인트
이것은 예수님 혹은 어떤 다른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편
협한 정설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
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한하라고 하는 것
이 아니다. 어떤 하나의 묘사도 예수님의 다양한 면들을 온전히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팀의 중심 깊은 곳에 머물러서,
앞으로 태동하게 될 공동체의 삶과 관행에 깊이 새겨질 예수님
의 특징들을 말해보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도:
먼저, 여러분 각자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할 때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하라:

• 당신이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든 경험들을 고백해야 할
•

때.
매일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Task Two: Who do you say I am? • 11

중간 활동: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각 팀원들은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몇 문장들로 적어보고 함께 나눌 준비를 해
야 한다:
1. 예수님은 누구인가?
2. 교회는 무엇인가?
3. 증인이 무엇인가?

STEP THREE: 3단계
ALL ON THE SAME PAGE?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4.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5. 제자는 무엇인가?
다 마친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두 세 친구들에게 시험해
보라. 그들에게 당신이 적은 것을 읽은 후 피드백을 달라고 요
청하라.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가? 그들은 당신이 전달하
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코칭 포인트
이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시험해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화를 교회 안에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교회 밖
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 말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경험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교
회 밖의 사람들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단계들을 밟아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코칭 포인트
이 단계의 과제들을 위해서는 종종 한 번 이상의 모임이
필요하다. 낙심하지 마라. 혹은 서두르거나 건너뛰려 하지 마
라. 이 대화에 팀이 함께 하는 여정은 완성된 글만큼이나 중요
하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가운데 내리게 될 모든 결정들에 영적 깊이를 더해주
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 팀이 이 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두 개 정도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야 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극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모임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는 우리가 함께 하는 미래에 관해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
을 지닌 채 그 모임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모임
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직하면서
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었고, 다른 사람의 견해들을 좀
더 침착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
는 일이었다. 그러한 영적 기류의 변화를 보는 것은 정말 매
우 멋진 일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모임에 참여한 것
과, 모든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공동체 중심적인 태도를 유
지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은 그들이 이 과정에 얼마나 헌신적
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시작:
서로를 위해, 이 과정을 위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질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5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라.

기도:
약 15분 동안 마음을 가라 앉히는 시간을 가지라. 당신은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 당신의 염려들을 잊어
버리거나 한쪽에 치워 놓는 대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으라. 당신 삶의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서,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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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hree: All on the same page? • 13

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시간
을 가지고 그 날과 그 주와 그 달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며, 마음
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라. 당신은 하나님
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보호와 지시를
위해 그 손에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사람과 상황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 삭제되었으면 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팀원들로 하여금 둘씩 짝을 이루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게 하라.

코칭 포인트

성경 공부:
사도행전 15:36-41절을 읽으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
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바
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바울은 밤빌
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바울은 실라
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수
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36

• 두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나누어 보게 하라: “
•

•

불일치가 도움이 되었던 때에 대해 말해보라. 사도행전 15
장에서 있었던 불일치로 인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두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나누어 보게 하라: “
불일치가 마음을 상하게 했던 때에 대해 말해 보라.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불일치로 인해 잃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대화의 목적은 숙제로 내준 질문들 각각에 대해 팀이
공유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하는가?

내용:

그 질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교회적” 혹은 “신학
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보라.
그룹으로서 서로의 반응들을 나누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룹의 대답을 적어보라.
다음 대화의 주제는 “교회”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은 새로운 예
배 공동체를 시작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
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의미를 발전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위에
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라. 다음의 세 가지 질문
들--“증인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
가?”—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라. 그룹으로서 이 공동체
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분이 정의할 필요가 있는 다른
질문들 혹은 용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질문들과 용어
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밟아 나가라.

결과:
이 질문들 각각에 대해 이 공동체의 선언문을 발전시켜야 한다:
1.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팀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그들이 적
은 것들을 나누게 하라. 그 문장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
록 기록해 놓으라.

2. 교회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나눈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5. 제자가 무엇인가?

•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더
•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는가? 왜 그런가? (있다면 그러한
문장들을 추가하라.)
쓰여진 문구들 중에 삭제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가? 왜
그런가? (있다면 그러한 문구들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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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은 무엇인가?
4.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6. _________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 선
언문이다. 여러분은 남은 과정 내내 이 정체성 선언문을 참조할
것이다. 이 선언문은 이제 팀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정
의해줄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진리
Step Three: All on the same page? • 15

를 계시해 주도록 마음을 열어 놓아라. 이 과정를 밟는 내내 정
체성 선언문을 다시 방문할 준비를 하라.
이 팀을 위한 완성된 정체성 선언문을 다시 한 번 크게 읽어보
라. 모든 팀원들에게 질문하라: 이 선언문 안에 여러분의 절대
적 신념에 반하는 어떤 것이 들어 있는가? 이 선언문 안에 여러
분이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TASK TWO: 두 번째 과제

Discerning the Vision 비전을 분별하기

코칭 포인트
팀원들 중 이 그룹의 정체성 선언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때 중도탈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
만, 갈등 속에서 혹은 잠재적 갈등 요인들을 가지고 계속 참여
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 훨씬 좋다.
계속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을 요
청하라. 여러분이 1단계에서 발전시킨 기본 규칙들을 다시 살
펴보라. 이 시점에서 그 규칙들에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가? (예: 이 모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우리 팀이 분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작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비록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작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 놓기.)

커뮤니케이션:
그룹이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 우리 팀이 정체성 선언문
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동역 교회, 당
회, 노회 팀, 새로운 예배 공동체 코치…). 우리 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
과 접촉하여 정체성 선언문을 나누는 일을 책임지고 행할 사람
을 정하라.

중간 활동:
팀이 완성된 정체성 선언문을 나누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접촉
하라. 정체성 선언문을 매일 읽어라. 그리고 견고한 영적 토대
위에 앞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
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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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분별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
를 불러 다가가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그러한 공동체
를 “왜” 시작하려는지에 대해 당신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당신은 어떤 특정의 사람들을 고
려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할 것이라
고 선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복음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범위를 좁힌다면 다
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렇
다. 복음과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전
할 때에는 우리 주변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제는 새로
운 예배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정황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
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정말 특정한 누구를 위해
서도 일할 수 없다. 우리가 특정한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다면,
또한 그 사람의 친구들이나 인척들까지 섬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특
정 그룹에게 집중할 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룹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목할만큼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특정한 상황 속에
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당신과 당
신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자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
역들을 방문하고, 그 지역들의 지도자들 및 일반 사람들과 대화
를 나누고, 기도를 하며, 이러한 만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
직이고 있는지를 숙고한 후에 여러분의 비전이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
누구”에게 다가가게 하시는지와, “왜”에 대해 한 페이지 정도의
간결한 설명을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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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포인트
이러한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모임 이상
혹은 정해진 시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철저히 이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당신은 이 새로운 사역을 통해 다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기 위해 이웃 지
역들과 “세번 째 공간”—“첫번 째 공간 “(가정)과 “두번 째 공
간” (직장)과 달리, 커피숍이나 식당과 같은 사교적 모임 장소-을 한 번 이상 방문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두름이 아니라 경청이
중요한 열쇠이다.
이 과제와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들을 보고 싶으면 이 책 뒷 부
분에 열거된 자료들을 살펴 보라.

STEP ONE: 1단계
DEVELOPING A HEART FOR THOSE GOD LOVES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마음 개발
시작:
이 단계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
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복음을 가
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신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
는”(not-yet- followers)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과정을 끝마
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당신이 미래에 사용할 방법들을 지금
연마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한다”는 말이 당신에게는
•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역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성경 공부:
누가복음 15:11-31절을 읽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
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11-12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
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 버렸다. 돈이 다 떨
어졌다. 그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
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
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구정물 속의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
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12-16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
는 일꾼들은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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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
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
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
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
다.’
20-21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다.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집안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좋은
사료로 키운 암소를 잡아다가 구워라.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
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
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그들은 흥겹게 즐기기 시작했다.
22-24

그 일이 있는 동안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 있었다. 그가 하
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자 음악소리와 춤추
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동생
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
른께서 잔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쇠고기 파티입니다’하고
종이 말해 주었다.
25-27

맏아들은 분하고 언짢아서 저만치 물러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와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는 들
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몇 년 째입니까? 그런데
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 잔치 한 번 열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28-30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흥겨
운 때고 마땅히 기뻐할 때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
었다가 다시 찾았다!’” (메세지 성경)
31-32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자신을
이 비유의 어떤 등장인물과 관련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많은 제
목들이 붙여졌다. 헬무트 틸리크 (Helmut Thielicke)는 이 비
유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 말한다. 당신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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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 사람으로 그룹을 이루어 다음의 사항들을 토론해 보라:
1.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와 같은가? 반항하며 집을 떠
난 둘째 아들/딸인가? 규칙을 깨지 않고 “착한 자녀”로
남아있던 맏아들/딸인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위치에 서 있는가?
2.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다시 기어서 돌
아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3. 맏아들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그의 입장은 어떻게 정
당화되지 않는가? 그는 어떻게 그의 반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4.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떠난 후에 무엇을 했는가? 이 아
들이 돌아왔을 때는 무엇을 했는가? 아버지는 이 두 아
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제 함께 모여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나누어 보라.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형성하시는
기회들 중의 하나가 기도이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없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 중의 하나도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소
리를 들어주신다. 이 연습은 당신의 삶이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
볼 수 있는 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려라. 당신이 알
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그들
과 함께 하고 싶어하신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가? 시간을 갖고 그들을 머릿 속에 그려본 후에, 두 세 사람 정
도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들을 서로 나누어 보라. 솔직하게 나눠
라.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에 신중
을 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름과 그 사람을 어
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사람들을 그분께 올려드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 여기에 있다. 이 기도문은 바울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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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
암아 _______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_________가 모
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을 주사, _______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지
게 하옵소서. (엡 3:14-19에 기초함).
이 기도문을 사용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룹이 함께 기도
하되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은 자들의 이름을 빈
공간에 넣어 기도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기도
를 하지만, 각 사람이 빈 공간에 서로 다른 이름들을 채워 기도
하는 “기도의 협주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아무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들에 집중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각자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수
에 따라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두신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 기도를 할 것을 고려
해 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마쳤을 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반
복하되, 이번에는 빈 공간에 “나”를 넣어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종결하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
다고 믿는 것이 또한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
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
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연
대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중간 활동:

• 위의 기도문 빈칸에 매일의 삶 가운데 당신이 만나는
•

•

사람들의 이름들을 넣어 기도하라.
당신이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 중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전은? 그들은 당신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인가? 그들의 상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의 상호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음 모임에 당신이 위에 적은 사람들을 나타내주는
것들을 가져오라. 사진, 이름, 잡지 이미지, 신문 스크랩,
혹은 그들을 나타내주는 어떤 것이라도 가져오라.

•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당신을
이끄신다고 믿는 지역의 지도를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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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WO: 2단계
PEOPLE & PLACES ON OUR HEART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들과 장소들
시작:
이번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다가가도록 하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될
것이다. 당신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문에 포함시켰
던 사람들의 최근 소식들을 나눔으로 시작하라. 서로를 위해 함
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
암아 _______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_________가 모
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을 주사, _______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지
게 하옵소서. (엡 3:14-19에 기초함).

성경 공부:
사도행전 16:9-10절을 읽으라
밤에 바울이 꿈을 꾸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먼 해변에 서
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였다.
이 꿈이 바울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
로 건너갈 준비를 하기 위해 힘썼다. 모든 퍼즐조각들이 맞추어
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메시지 성경)
이 구절의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고 서로 다른 길로 간
후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하며 여행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 그
들은 이미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아로 가려했지만 길
이 막혔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것도 막으셨다. 그날 밤 바울이 마게도냐에 대한 이 꿈을 꾸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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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 사람으로 그룹을 이루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라:

•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 싶어했던 곳으로 가는 것을 왜
•
•
•
•

막으셨나?
당신의 지역 사회 안에서는 누가 “마게도냐 사람들”인가?
교회? 노회? 도시? 카운티?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당신의 “계획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나?
일단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소그룹 토론에서 발견한 것들을 전체 그룹에서 간단히 나누
어 보라.

코칭 포인트

로 부르시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마쳤다면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라:

•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떠오르는가?
•
•
•
•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들을 묘사해 주는 어떤 이미지나 구절들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어떤 지역 혹은 사람들이 “바다 저편에서” 당신에게
외치고 있는가?
당신이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고, 당신에게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의 마음 위에 올려 놓고
계신가?

분별의 과정 중 이 시점에서는, 당신과 당신의 팀이 홀로
기도해서는 안된다. 기도 동역자들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라. 다음 모임에서 행할 중간 활동의 한 부분으
로, 이 새로운 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룹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
며,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나머지 단계들을 진행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기도 팀에
속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내용:
당신의 사역 장소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지도를 펼쳐 놓음으로
시작하라. 당신은 이것을 기도 안내자로 사용할 것이다. 사진들
과 기사들과 모임 장소들을 포함하여 당신이 가져온 모든 것들
을 꺼내어, 그것들이 누구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설명하
라. 그것들을 지도 위에 놓으라. 당신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싶
은 위치들을--특정 커피숍이나 공원--알고 있다면, 그 위치들 둘
레에 원을 그리라. 혹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와 사람들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표시를 해 놓으라.
모든 팀원들이 오늘밤 모임에 가져온 사람들과 장소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팀원들이 지난 주에 나누었던 사람들과 이야기
들과 장소들을 위해 기도하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들의 필요들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
라. 하나님께서 팀원 전체를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이나 그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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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
누가복음 10:1-2절을 읽으라.

STEP THREE: 3단계
SITE VISITS—WHERE THE PEOPLE ARE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방문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
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 당신은 추수터로 나갈 것이다. 예정해 둔 곳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 당신은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될

시작:
이 단계는 장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 당신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질문
들을 포함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왜
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위에 올려 놓으신 사람들의 소리
를 당신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훈련
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임 장소로 고려하고 있는 장
소들 중 적어도 한 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주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좋은 질문을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열매있는 만남이 되
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코칭 포인트
이전 단계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두신 사람
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직 그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신의 그룹을 좁혀가고 있다. 많은 사
람들이 또 다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가?”와 같은
말들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여러 도전들에 직면하게 된다. 대답
은 Yes와 No이다. Yes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기 때문
이며, No인 이유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도록 준비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당신을 이끌고 계
신가? 그 “누구”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당
신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곳이
어디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함께 하는가? 그들은 어떤 서비스
들을 주로 사용할 것 같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할 지를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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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경청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실증해
보이는가?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장소를 방문할 때 지침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라고 요구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이 주관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고안되어졌다. 첫 번째 질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 앞
유리를 통한 관찰” (windshield survey)이라 부르는 것이다. 당
신은 당신이 방문하려는 곳의 외관을 관찰함으로서 무엇을 배
울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자동차로부터 혹은 주위를 걸음
으로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정보를 주거나, 혹은
당신이 답을 원하는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는 무엇을 볼 수 있
는가? 이 활동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웃을 파악하기” (neighborhood
exegesis)라 부르는데, 이 용어는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이다.

코칭 포인트
당신은 이번 단계가 당신 팀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활기
찬 경험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단계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다
른 시간과 다른 장소들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단
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라. 단순한 인구 분포 통계들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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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방문하여 관찰하기: 자동차 앞유리를 통한 관찰
(당신이 방문하려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행하라.)

•
•
•
•
•
•
•
•
•
•
•
•
•

거기에 누구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홀로 있는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있는가?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장신구, 명찰, 신발,
스타일, 전자식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보도가 있는가? 거리의 조명은 어떠한가? 도로 표지는?
뜰에 장난감이 있는가?
집에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인가?
전봇대 위에 전단지들이 붙어 있는가?
관찰하면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해보라.

방문한 장소에서의 활동: 세 가지 활동

• 그 지역의 어느 시설에서 음료나 먹을 것을 구입하라.
•
•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도록 이끄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당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 배운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상징적 물건 (token)을 가져오라.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전달하기 위해 그 물건을
사용할 것이다.

방문한 장소에서의 질문들: 그 지역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

•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

기회들을 엿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다가가도록 부르신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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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처를 방문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

•

•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다음의
질문을 하라: “이 지역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것을 알기 원하죠?”라고
질문한다면, 정직하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라. 교회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질문을 해야한다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라.
두 사람으로 그룹을 지어 나가라. 세 사람 이상은 안된다
–사람들에게 그룹으로 대항하지 마라! 비록 당신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은 여전히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행동거지는 수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그곳에 갈 때에는 적절한
의상을 착용하도록 신경쓰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옷을
입는다든지, 너무 그룹처럼 보이는 의상 착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화를 여는 말

• “실례합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일하시거나
•
•
•
•
•
•
•
•
•

거주하십니까?”
“내가 이곳으로 이사해 온다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연령 층, 인종, 계층, 가족,
미혼, 등등)
“재미를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사는 것/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래 동안 살거나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살면서 겪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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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
도록 아이디어들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주
의를 기울여 보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라.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
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보통은 이렇게 함으로서 당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
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방문 한 후의 피드백: 당신이 배운 것에 대해 말하기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두 시간 정도와 같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 팀원들이 받은 첫 인상과 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일 시간을 정하라. 이것을 위해 커피숍이나 공원 같은 곳들에
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당신이 가져 온 상징적 물건을 사용하여 그것이 무엇을 나
타내는지에 대해 설명하라. 각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이 발견한
것들과 얻은 통찰력들에 대해 나누어 보게 하라. 당신이 장소를
방문하여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
님께서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지시해 주도록 위해
서 기도하라.

MissionInsite는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 대상자 그룹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의 인구 통계학을 “역 설계”
(reverse engineer)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
가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당신
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당신의 데이터를 운영 정보 시스템(MI
system)에 입력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를 보여줄 수 있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를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도시의 여러 지역들에 산재해 있을
수 있다. 꼭 한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Presbyterian Centers for New Church Innovation에 연락하
라. 도움을 받기 원하면, onethousandone.org에 가서 1001 예
배 공동체 직원들에게 연락하라.

중간 활동:

• 이 모임을 떠나기 전에, 둘씩 짝을 이루어 당신이 이전에
•

장소 방문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가?
여러 장소들을 방문한 후에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

• 아직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았는가?
•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어디로 그리고 언제 가야

•

하는가?
• 직접 만나서 혹은 전화로 사람들을 인터뷰 하라:
- 법 집행자
- 교육가
- 시 공무원
- 사업가
- 시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담당자들
- 교회
- 비 영리 단체

•

방문했던 장소들을 다시 한 두번 방문하기로 다짐하라.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신이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예를 들어 교육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자원자들을 구하라.
한 두 사람이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모아서, 다음에 모일
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음 모임에서 이렇게 배운 모든 것들을 나눌 준비를
하라.
당신이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당신이 선택한 지역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
적 연구들을 이용하라. 미국 장로교는 미국 전역에 걸친 최신
인구 통계를 얻기 위해 MissionInsite.com과 제휴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정보에 기초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MissionInsite는 당신이 모으고 있는 정보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
라, 확증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매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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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했는가?
• 누가 “바다 건너 편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도록 초청하고 있는가?

STEP FOUR: 4단계
WHO HAS GOD PLACED ON YOUR HEARTS
TO ENGAGE?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가도록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기도:
필요한 만큼 오래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중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
여달라고 기도하라.

내용:

시작: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가가고 싶어하시는 사람
들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초점을 당신
이 우선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 혹은 “그룹”으로
좁힐 것이다. 이 사람들은 또한 당신이 복음을 나누게 될 상황
이나 환경을 결정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코칭 포인트
우리 모두는 어떤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시작한다. 우리
가 이르게 되는 곳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삶과 문화적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지배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신이 누군가와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문의 (specialist)와 다른 일반의 (generalist)와 같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사람들이란 없다! 당신은 에베소서에 나
오는 기도를 통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
나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것을 상기시
켜야 할 것이다.

성경 공부:
사도행전 16:9-10을 다시 읽으라.
그 날 밤에 바울이 꿈을 꾸었다: 어떤 마게도냐인이 먼 해변 가
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쳤다. 이
꿈이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 주었다. 우리는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제 모든 퍼즐조각
들이 들어 맞았다. 이제 우리는 유럽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
히 알게 되었다. (메세지 성경)

3단계 중간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짧은 장소 방문들”에 대해

•
•
•
•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라.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나누기 위해 당신이 가져 온 상징적
물건들을 사용하라.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법 집행자들이나 교육가들을
전화나 이메일 혹은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나누게 하라.
팀원들 중 인구 통계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발표들을 듣고 난 후, 가장 당신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누구인가? 마게도냐에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
(들)이 누구인가?
시간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찰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게 하라.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는 그룹이
하나 이상이라면, 그 그룹들을 나열하라. 이제 누가
일차적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인지를 결정하라. 아마
이차적 그룹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일차적인 그룹에게 잘 다가간다면, 아마 이차적 그룹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합의점에 이를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라.

2단계 성경 공부에서 당신이 했던 대답들을 복습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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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포인트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한 팀 이상이 형성될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팀을 나누어
새로운 팀을 구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팀 안에 앞으
로 전진하고자 하는 충분한 열정이 없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지
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은 분별해야 할 시기이
다. 여러 가능성들에 주목하라.

STEP FIVE: 5단계
ARE WE THE ONES WHO SHOULD GO?
우리가 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중간 활동:

시작:

• 기도하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아마 당신은 이 과정 동안 만난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기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을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누구”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다음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를 결정하라. 장소들을
재 방문할 필요가 있는가? 누구와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가? 어떤 다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동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누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몇 개의 다른 질문들이 있다:
- 누가 그 사람들과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가?
-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지고 있는가?
그들은 또 다른 신앙의 표현이 필요한가?
- 이미 존재하는 사역자들과 사역 단체들을 확인하라.
교회들과 비 영리 단체들도 포함하라.
- 함께 할 수 있는 잠재적 동역자들이 있는가?
- 각 팀원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서도록 부름 받았는
지에 대해 한 단락을 쓰고, 다음으로 우리가
“왜”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단락을 써야 한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어떠한”
재능들과 자원들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다음 모임에 이것들을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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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서도록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라고 당
신이 확인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지금까지 당
신이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이 함께 대화를 나눈
사업가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이 방문하
는 동안 마주쳤던 어려움들에 대한 대답의 한 부분이 당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도시의 웰빙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웰빙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렘 29장 참조)
각 팀원들에게 중간 활동에서 했던 “누구,” “왜,” “어떠한”에 대
해 그들이 기록한 것들을 읽게 하라. 모든 팀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 두 사람을 지정하여 각 팀원들이
기록한 것들을 요약하여 한 성명서를 만들게 하라. 이것이 여
러분의 비전이다. 만약 팀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
다면, 같은 생각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비록
또 다른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지라도 말이다.

성경 공부:
고린도 전서 12:1-31을 읽으라.
1-3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도 종종 오
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
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
른 사람이 하는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
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
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없이
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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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
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선물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 다양성
이 놀랍습니다.
4-11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침,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
씩 나눠 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
분께서 정하십니다.
다른 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
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
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서도 그러하십니다. 한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
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
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의 지
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샘—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
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12-13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
한 존재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
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 버리겠습니까?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
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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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
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
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
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
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
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
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 버려, 나는 네가 필요치 않
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
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
만 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몸
이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
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
일 것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19-24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
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
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25-26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
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의 의
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세우신 여
러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
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도와
주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27-31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한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
니까?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
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
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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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
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하”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
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
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
음 과제—가능성 탐구—로 옮겨 갈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기도:

묵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들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
떤 은사들과 재능들로 당신을 구비시켜 오셨다고 믿는가? 팀원
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몇몇 은사들을 확인하고 말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라. 확인된 것들을 기록하라.

• 은사들은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의 실례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
•

마지막 질문: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중간 활동:
사역의 방향을 하나의 성명서로 요약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팀원들과 그것을 나누어 보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출
발 명령” 혹은 사도행전 16장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다음 단계
를 위한 “지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다.

있는가? 그러한 은사들과 재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은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능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잘
실증해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가?

•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라고 확인된
•
•

자들과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당신이
발견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이 제기한 염려들과 도전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발견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역들과 섬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필요들과 염려들과 도전들이 있는가? (각각에 대해
목록을 만들어라.)

코칭 포인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면서 이 사역에 부지런히 참석할 챔피언들을 찾고 있다. 방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들을 지금 초청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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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THREE: 세번 째 과제

Exploring the possibilities 가능성 탐구
이 과제에서 당신은 당신이 발전시켜 온 비전에 근거하여 탐구
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은 다음 두 과제들—선교사 팀
(Missionary Team)과 선교 계획 (Mission Plan)—에 관하여 당신의
토론을 깊게 해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가능성들
을 탐구함으로서, 당신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어떤 모양을 취
하게 될 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
전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필
요할 것인가? 누가 비전 속에서 확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코칭 포인트
이러한 실험들이 잘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실험할 때이며, 때로 진리를 찾는 것과 관련한 최
고의 실험들은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이 과제와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들을 보고 싶으면 이 책 뒷 부
분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라.

STEP ONE: 1단계
BRAINSTORM POSSIBILITIES BASED
ON THE VISION 비전에 근거한 가능성들을
브레인스토밍 하기
시작: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비전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의 목록을 만들어 본 후, 그 중에서 당신
이 시행하고 싶은 두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룹이 함께 당신의 비전 성명서를 재검토해 보라.

성경 공부:
누가복음 10:1-11을 읽으라
그 후에 주님께서 일흔 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
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
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 달라고 추수
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1-2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
리 떼 가운데 있는 어린양들 같다.
3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빗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하고 인
사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 들이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
로 하지 마라.
5-6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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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
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 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고 말하여라.
8-9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너희한테서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의 먼지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
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메
시지 성경)
10-11

• 제자들에게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고 하신 명령에는
•
•
•
•
•
•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당신이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둘찍 짝을 지어 보내셨는가?
당신이 “빈 평화가 받아 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물면서 차려준 음식을 먹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당신은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권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당신이 빈 “평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의 분야들과 관련하여 브레인스토밍 해보라:

•
•
•
•
•
•
•

지역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의 행위들
행사들
교실들(Classes)
현존하는 지역 사회 기관들에서의 자원봉사
비공식적 모임들에 참여하기
지역 사회 구축 활동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그룹의 상상력을 모두 동원한 후에, 5단계 “비전을 분별하기”:
우리가 가야하는 사람들인가?에서 브레인스토밍한 목록들에
기초하여 그 목록을 검토해 보라.
당신의 비전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로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성취할 수 있는
두 세 가지 방법들을 선택하라.

중간 활동:
현재와 다음 과제 사이에, 이러한 다른 전략들을 놓고 기도하면
서 지금 당신이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
한 계시를 구하라. 한 가지 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부터 시작하라!

내용:
당신의 비전 성명서에 기록된 “누구”에게 다가서기 위한 가능
한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라.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하
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으
로 간주하라.
브레인스토밍은 그 자체로 훈련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팀원
들이 제시하는 모든 아이디어들과 가능성들을 기록하는 것이
다. 지금은 팀원들의 의견을 교정하거나 편집해서는 안된다. 브
레인스토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당신이 팀원들의 말을
가로 막거나, 각각의 의견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수백 혹은
수천 개의 가능성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제시될 수도 있다.
비평하지 않기로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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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것을 분별하는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세지를 전한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잊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STEP TWO: 2단계
EXPERIMENT 실험
시작: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비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
기 위한 첫 번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계획할 것이다. 분별과
용기와 열정을 달라고 그룹이 함께 기도하라.

코칭 포인트
실험은 당신이 사람들 “에게” 혹은 사람들을 “위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론:

•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다가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

내용:
중간 활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당신이 제안한 새로운 이니셔티
브들 중 당신이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인가? 지금 하
나를 결정하라. 그 다음에:

•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놓고 함께 기도할

성경 공부:
예레미야 29:1-7을 읽어라.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
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
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다. 여기에는 여고니야 왕과 왕
후와 궁중 지도자들과 모든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 편지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게로 보내어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
랴 편으로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편안히 거하라. 텃밭을 만
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을 먹으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라. 너희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권고함으로 그 나
라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거기에서 편안히 거하며
그 나라의 복지를 위해 힘쓰라. 바벨론이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
라. 바벨론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
지 성경)
4-7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 사회 안으로 어떻게 동화되어지는지를 분별하는 동안에
도, 때로 중요한 일들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은 낯선 나라에서 그곳의 새로운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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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당신 자신의 집에서 거하는 것과 같이 편안히
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 새로운 일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그 나라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

사람들을 모으라: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
우리는 보통 빨리 일에 착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교회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날짜를 정하라: 여기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당신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또한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잃을만큼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어느 한
날을 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얼마나 오래 시도할 지를 결정하라:
한번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쉽다: “우리는 일단 그것을
시도해 본 후에 그것을 다시 시도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다른 이니셔티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한 달, 네 달, 혹은 1년이 걸릴 수 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잘 시도하는데 충분히 긴 시간, 하지만
그것이 목적들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끝내는데
충분히 짧은 시간을 정하라.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자리에 있어야 할
“단계들”(pieces)의 목록을 만들어라: 꿈꾸는 자들은 이
활동을 위한 적임자들이 아니다. 꿈꾸는 자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 단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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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들”이 완성되어야 할 날짜를 정하라:

•

•
•

•

•

•

리더들
중에 팀원들이 각 단계를 제 시간에 끝낼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결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만다.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무엇을 마쳐야 하나? 이니셔티브를 시도하는 주에
무슨 일을 완성해야 하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
각 “단계”가 개인에 의해 완성되어야 할지 혹은 팀에 의해
완성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라: 이 과제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너무 적은 사람들이 참여해도 안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도 안된다.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이
이니셔티브는 당신의 팀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및
인적 자원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이 이니셔티브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의 비용, 어떤 시설, 어떤 물품들, 그리고
어떤 기구들이 필요한가? 지역 사회의 어떤 자원들, 어떤
승인들, 어떤 사용 허가서들, 그리고 어떤 지역 사회
리더들의 참여가 필요한가?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혹은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는 책임을 누가
맡을지를 결정하라: 지원이 가능한 교회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과감히 요구하라.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투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전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영향을 끼칠 기회가 그만큼
커진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속한 각 양태들이 전달되어야 할
날짜를 정하라: 이렇게 정해진 날짜들이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
놓고 전달하려는 것을 피하라. 이니셔티브가 복잡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욱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각 양태들을 전달할 적합한 사람을
정하고 참여시키라. 주 전달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고해 준다면, 당신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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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활동: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
는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결정하라. 당신이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정말 성취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분별팀에 현존하는 다양한 리더십 역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슈들, 그리고 축하 장소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증진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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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라도 보지 못했고 속삭이는 소리조
차 듣지 못했다.”(메시지 성경)

STEP THREE: 3단계
EVAULATING OUR NEW INITIATIVE
우리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기
우리는 우리의 비전 속에서 확인된 사람들에 관해 무엇을 배웠
는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이 일에 대한 우리
의 열정)무엇을 배웠는가?

성경 공부:
누가복음 10:17-24
일흔 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
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
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 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
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
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
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
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18-20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체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1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22

• 제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
•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끝낸 후 당신은 어떤 느낌을
•
•
•
•

가졌는가?
70명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행하는 동안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가?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당신의 비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내용:
지금은 경로를 수정하고 확증할 때이다.
당신이 행한 것을 검토해 보라. 당신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보았
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효과가 있었나? 사실대로 말해
보자. 이 과정에서는 정직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
인가? 우리는 격려를 받았는가, 아니면 낙심이 되었는가? 어떤
잠재력을 보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얼마나 유사
한가/다른가? 우리의 일은 얼마나 적합했는가? 우리의 실험은
상황과 어울렸는가? 이 일을 다시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사
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룹이 다른 방향을
잡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간 활동:
이것이 당신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
하도록 이끌고 있다면, 네 번째 과제: 선교 지도자들을 찾기로
넘어가라. 당신에게 대답보다 질문들이 더 많다면, 브레인스토
밍에서 얻은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은밀히 말씀하셨
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
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오른 팔이라도 내놓았을 것이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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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OUR: 네 번째 과제

Finding the missionary leaders
선교 지도자들을 찾기

이 과제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선교사들과 리드 선교사
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1-2페이지 정도에 기록하는 것
이다. 이 과제를 하는 동안, 팀은 팀원들 중에서 누가 보냄을 받
고, 누가 보내는 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과제를 하
는 동안 팀은 또한 보내는 자들과 보냄을 받아야 할 자들 중 분
별팀으로부터 누가 빠져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코칭 포인트:
리드 선교사와 모든 다른 선교사들은 안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각각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리더십에 대한 독특한 필요들을 갖게 될 것이다.
비지니스 배경이 세미너리 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보고 싶으면, 이 책의 뒷
편에 있는 자료 목록들을 살펴보라.

STEP ONE: 1단계
ARE WE GOING OR SENDING?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보낼 것인가?
시작:
이 과제를 하는 동안, 당신은 “보냄을 받는 것”이 당신의 팀에
게 무엇을 의미하고, “보내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려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룹으로서 누가 가야 하고, 누가 보
내는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할 것이다.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를 정의하라.

성경 공부:
이사야 6:1-9을 읽어라.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
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
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
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
라 5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
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
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
느니라 하더라 8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
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
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1

성경 묵상:

• 각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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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는 것”이 당신에게는
•
•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보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보라.
지금까지 당신의 일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이 분별의 과정에서 어떤 거룩한 순간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3:1-3절을 읽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
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
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
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
라 하시니 3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
내니라.

•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로 알려져
•
•
•

1

• “보냄을 받는 것”과 “보내는 것”사이의 차이점이
•
•
•
•

무엇인가?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에는 어떤 도전들이 있겠는가?
보냄을 받지 않았지만 “보내는”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전들이 있겠는가?
“보냄을 받는”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보내는”자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내용:
이사야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과
보내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
해 생각해 보라.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보냄을 받았다.
어떤 위원회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분별을 통해 보내셨다. 2000년 전의 안디옥 교
회 성도들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지를 분별
하는 팀의 일원이다. 이사야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들
은 보냄을 받는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참으로 보내는 자인줄
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보내고 싶은 자가 누구인지
를 분별하려 하신다.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보면서, 안디옥 교
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려는 곳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서 그
들에게서 관찰한 두드러진 여러 특징들과 은사들에 대해 고려
해 보라. 여기에 몇 개의 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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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있었다. 모든 어려운 사명에는 격려하는 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어려운 여행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행 4:35).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동안 지속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새로운 도시들에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행 9:27).
바나바는 제자를 삼는 일에 경험이 있었다 (행 11:25).
바울은 로마의 어느 도시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는 로마의 도시들 (현재의 터키 지역)로
보내졌기 때문에 문화와 풍습들이 그에게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행 22:3).
바울은 히브리 법률과 성경을 배웠다. 선교 계획은
우선적으로 그들이 방문한 각 도시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것이었다 (행 22:3).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헬라 문학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인용할 수도 있었다. 그가 여행을 한
로마의 도시들에서는 학식있는 시민들과 도시의
지도자들이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문학에 능통해 있었다
(행 17:28).
바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을 여행하는 로마
시민이었다 (행 16:36).

또한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라. 많
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는 보내는 그룹이 존재
하지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보내는 자들
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보내
는 자들”과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시작되었다. 보내는 자들
은 여러 수준에서 보냄을 받는 자들의 지지가 되어주었다. 안디
옥 교회를 생각해 보라:

• 외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히 볼 수 있었다
•
•

(행 11:23).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행 11:24).
안디옥은 믿은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혹은 “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 불린 곳이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었다
(행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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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옥 교회는 관대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안디옥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생활 환경이 현대의 캘커타 빈민가와
같았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살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다 (행 11:29).
누군가로 하여금 이 분별 과정의 두 번째 과제에서 작성한 당신
의 비전을 읽게 하라. “가능성 탐구”라는 과제를 하면서 당신
이 경험한 것들을 다시 검토해 보라.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
을 배웠는가? 누군가 당신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필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인생 경험, 기술, 특징,
은사, 삶의 환경 (독신, 자녀를 둠, 기혼…), 언어, 교육, 직장 경
험, 이력, 그리고 연령과 같은 많은 것들을 고려하라. 당신이 한
사람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당신의 그룹에게 분명해
질 수 있다. 당신은 보냄을 받아야 할 “개인”이 아니라 “팀”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비전에 비추어 “보냄”
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특징들을 열거해 보라.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그 교회의 분별과 헌신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다. “보내는 자들”이 지녀야 하거
나 지닐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도움이 되는 특징들을 함께 열거
해 보라.

중간 활동:
이번 과제의 내용 부분에서 당신의 팀이 만든 목록들을 검토해
보라. 당신의 그룹에서, 보냄을 받아야 할 자들이 지녀야 할 특
징들을 많이 지닌 자들이 누군가? 당신의 그룹에서, “보내는 자
들”이 지녀야 할 특징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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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WO: 2단계
WHO ARE WE? WHO IS MISSING?
우리는 누구인가? 누가 빠져 있는가?
시작:
이 과제에서, 당신은 당신의 현재 팀에서 “보내는 자들”과 “보
냄을 받는 자들”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분
별팀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코칭 포인트
이 단계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
교를 위해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
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
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내
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
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sober judgment:타당
한 판단, NRSV) 생각하라 4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
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
니라 6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
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
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사랑에는 거짓이 없
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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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묵상:

•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1절의 “산 제물이 되는 것”과 3절의 “타당한 판단”은 서로
•
•
•
•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자신의 은사들과 능력에 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과 능력에 관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당신과 팀과 교회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스스로 어떤 직분을 위해 은사를 받고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지만, 나머지 팀원들이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 선교를 위한 당신의 역할들에 관해 서로에게 정직히
말하기 위해 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팀은 당신의 은사들, 각 팀원들의 은사들,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들, 보낼 자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에 관해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용: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바램이 “함께 있을 수 있는”능력
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도 보냄을
받는 자보다는 보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누가 가고 누가 보내야 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은 이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을 고려해 보는 것
이다:
1. 비전의 대상- 이들은 이 분별 과정의 두 번째 과제를 하
는 동안 비전에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사람들
이며, 여러분이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이유이다.
2.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비전의 대상- 이들은 비전 그
룹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
고 있는 자들이다. 이 관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이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이것
이 그들로 하여금 다리를 건너가서, 그들과 매우 다르지
만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
게 다가가도록 한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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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고 예배하며,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 매우 다르게 살
아간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그룹에 속했을 것이다.
3. 보내는 자들과 후원자들- 이 그룹 멤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문화적으로 비전의 대상들과 매우 다르
다. 그들은 비전의 대상들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연령이나 문화나 언어나 세계관이나 경제 상태나 교육
이나 정치 혹은 삶의 단계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전
의 대상들에게 깊은 아이디어들과 열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들은 비
전의 대상들에게 그들의 열의 (commitment)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룹에 속한
자들은 두 가지의 다른 역할들로 섬길 수 있다:

• 보내는 자들 (Sender)은 자원들과 기도, 그리고 비전의

성취를 돕기 위해 필요한 다른 것들로 멀리에서 “보냄을
받는” 그룹들을 후원한다.
• 후원자들 (Supporters)은 “보냄을 받는 자들”과 함께
갈 수 있지만, 직접적인 리더십이나 “맨 앞에 나서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간접적인 역할들을 해야한다. 이
일의 실례들에는 비전의 대상들을 위해 물리적 돌봄을
제공하거나, 이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소득을 올리거나,
배후에서 섬기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4. 선교사들/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자들-이들은 다른 문화
에 속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은
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은사는 성령님의 다른 모든
은사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보다 더 낫거나 열
등하지 않지만, 그것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비
전의 대상들에게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그들 자신들도 보내는 자들
의 그룹에 속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문화들과 언
어들을 용이하게 가로지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 검증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과 매우 다른 사람들
과 “함께”오래 동안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
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초대를 받기 때문이
다. 당신의 비전 대상자들은 이 그룹에 속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과 삶을 개방한다. 아마도 바나
바가 이 그룹에 속한 자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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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자들

비전의 대상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비전의 대
상자들

대상자들”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팀에 합류할 합당한
“비전의 대상자들”을 찾는 일은 몇몇 팀원들을 선정하여
다음 모임 전에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간 활동:
보내는 자들/후원자들
이제 그룹으로서 시행하기에 가장 힘들 수 있는 활동들 중 하나
를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영향력을 결정해
주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활동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각자로 하여금 이 팀에서 다음의 그룹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하게 하라:
- 비전의 대상자들
- 예수님과 함께 하는 비전의 대상자들
- 보내는 자들/후원자들
- 선교사들/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자들

• 각자로 하여금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
•
•
•

•

예비 선교 계획을 세워라.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보냄을 받는”자들의 목록을 검토하라. 그 그룹에 속한 자들
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할들과 은사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비
전을 다시 읽어보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묘사하는 한 문단을 적어보라. 보냄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비전
의 대상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커피
숍을 열거나, 방과 후 학교를 제공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어떤
개방적인 토론 그룹을 시작하거나, 정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람
들을 모으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절름발이
를 치유하거나, 도시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다
섯 번째 과제는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합당한 은사를
갖춘”리드 선교사와, 보냄을 받는 자들의 합당한 역할들과 은사
들을 고려하기 위해 하나 혹은 두 문단으로 된 예비 선교 계획
을 세우는 것이다. 다음 모임 전에 여러분이 작성한 문장을 서
로 나누라. 이것은 비전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할지를 설명
해 줄 것이다.

지에 대해 말해보게 하라.
각자로 하여금 지난 과제의 숙제, 즉 현재 팀에서 누가
“보냄을 받는”자이고, 누가 “보내는 자”인가에 대해
말해보게 하라.
지난 두 개의 활동들을 검토하면서, 현재 팀에서 “보냄을
받는”자들의 목록과, “보내는” 자들의 목록을 함께 만들어
보라.
이제 누가 첨가되어야 하는가? 팀의 모든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자인가? 그래서 “보내는”자들을 모집해야
하는가? 모든 팀원들이 “보내는” 자들인가? 그래서
“보냄을 받는”자들을 모집해야 하는가?
팀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자들이라면, 팀에 합류할 몇 명의 보내는 자들/
후원자들을 모집할 때일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비전의 대상자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로서 당신의 팀에 합류할 몇몇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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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
스도의 집으로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인들을 향한 바울의 수고가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 회당장 그리
스보가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7-8

STEP THREE: 제 3단계
WHAT ROLES ARE NEEDED?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
시작:
이 과제의 목적은 선교 팀을 구성하기 시작하며, 이 새로운 예
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묘사해 주는 한 페
이지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에서 만든 비전 선
언문을 크게 읽어보라.

코칭 포인트
팀에 새로운 팀원들이 추가되었다면, 이 과제를 연기하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과 각 팀원들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검
토하는 시간을 가지라.

성경 공부:
사도행전 18:1-11을 읽으라
아테네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들
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대대적인 로마 추방
령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막 도착해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집
에 묵으면서 그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 그는 안식일
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모두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
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
셨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
서는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
를 헤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
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 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
었다. 그는 그곳에서 일 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다. (메시지 성경)
8-11

성경 묵상:

• 바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옮겨가기”

•
•

1-4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
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
시야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사건건 논쟁
을 일삼고 그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몹시 화가 난 바
울은 결국 그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소용없는 일로 여기고 손을
뗐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
분이 뿌린 씨앗은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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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필요했던 결단과, 그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기꺼이 텐트를 만들기로 선택했던 그의 헌신적 자세를
묘사해 보라.
바울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충당한 것이 선교에 어떤
잇점들을 주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생계를 지탱해준 선물들을 가지고 온 것 같다. 그는
생계와 다른 경비들을 지불하기 위해 더 이상 텐트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바울이 생계를 위해 더 이상 텐트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때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바울이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지속하는 일에 어떻게 유리했는가?

내용:
지난 과제에서 숙제로 적어 온 문장을 서로 나누라:

• 다른 사람이 해온 숙제를 들으면서 당신이 공감하거나
•
•

당신을 흥분시킨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계획들을 들으면서 어떤 중요한 차이들을
발견했는가? 그 차이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인가?
그렇다면 계획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라.
비전 대상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요약해 주는
문장을 적어보라. 이것이 예비 선교 계획이다. 이것에
대해 이미 비공식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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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의 나머지 시간은 비전 대상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일에 할애하고, 이
과제는 다음 시간에 완성하라.
지난 단계에서 한 일, 그리고 지금 막 끝낸 것으로서 비전 대상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장을 함께 검토
해 보라.

중간 활동:
두 사람을 지정하여 지난 세개의 과제들에서 했던 일들을 참조
하여 선교 지도자들을 묘사해주는 설명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역할을 묘사해 주는 한 페이지의
문서를 만들게 하라.

• 이 새로운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보내는 자들이
•
•
•
•

있는가?
보내는 자들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역할들이 빠져있는가?
보내는 팀에 충원되어야 할 사람들을 누가 모집할 것인가?
보내는 자들을 충원해야 한다면,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지난 과제로부터 해온 일들과 숙제, 그리고 당신이 막 끝낸 것
으로서 비전 대상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장을 검토해 보라.

•
•
•
•
•
•

•
•

현재 누가 보냄을 받는 팀에 속해 있는가?
그들은 어떤 은사들을 지니고 있는가?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들이 빠져있는가?
리드 선교사가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충원해야
하는가?
리드 선교사는 “텐트 메이커”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별개로 자신의 생계 비용을 마련하는 사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비지니스 수익으로부터
생계비를 마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내는
자들에 의해 후원을 받을 것인가?
보냄을 받는 팀원들 중 누가 텐트 메이커나 새로운 예배
공동체 비지니스의 일원이 될 것인가? 또는 누가 보내는
자들에 의해 후원을 받을 것인가?
보냄을 받는 팀이 적당한가? 누가 더 충원되어야 하는가?
누가 빠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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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 16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
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STEP FOUR: 제 4단계
FINALIZE YOUR DESCRIPTION OF THE
MISSIONARY LEADERS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당신의 설명서를 완성하라
시작:
이 단계에서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선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한 두 장의 설명서를 작성
할 것이다. 분별팀 안의 각 팀원들을 위해 서로 돌아가며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라.

성경 묵상:

•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다시 읽으라. 당신의 팀은

•
•
•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팀이 지금
언급하거나 처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들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할들과 은사들과 계획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화에서
“은혜”가 어떻게 중심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equip the saints)는 말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공부:

내용:

에베소서 4:1-16절을 읽으라

팀원들 중 두 사람이 준비한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서를 함
께 읽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
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
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
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
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우리 각 사
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
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올라가셨다 하
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equip
the saints)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
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
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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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는가?
• 어떤 것들이 삭제되어야 하는가?
• 설명된 모든 역할들과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한
것인가? 만약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삭제하든지 혹은 그것을 명확히 언급하라.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서를 조정
하라.

• 설명서를 살펴 볼 때, 리드 선교사의 직책이 명확하게
•
•

언급되어 있는가?
리드 선교사의 직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리드 선교사로 선정된 사람이 없다면, 팀은 그 자리를
지금 선교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채워야 하나, 아니면
선교 계획이 완성된 후에 채워야 하나?

중간 활동:
선교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 리드 선교사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면, 그 인물을 찾을 팀을 구성하여 자리를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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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IVE: 다섯 번째 과제

Developing a plan 계획 수립

STEP ONE: 제 1단계
PREPARING TO DEVELOP A MISSION PLAN
선교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시작:

이번 과제의 목적은 매우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
성하기 위한 특정한 계획들과 전략들로 전환될 것이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
•
•
•
•

공동체의 핵심 가치들
공동체의 기본적인 행동들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제자를 삼는 계획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전략
사역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코칭 포인트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형
성될 지역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
다. 그 지역에는 분별팀이 매주 모임을 위해 모일 수 있는 식당
이나 커피숍이나 도서관이 있는가? 이러한 장소의 선택은 여러
분이 다가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
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제와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을 보려면, 이 책 뒤편에 있는
자료 목록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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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특정한 계획이 어떻게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에
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
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관계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공부:
사도행전 17:16-34절을 읽으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
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
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
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
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
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
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
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
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 바울이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
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우주
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
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
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
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
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
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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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
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
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
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
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묵상:

•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
•
•
•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의 선교 계획은 무엇이었나?
바울의 선교 계획은 그가 선교지의 정황과 문화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바울의 선교 계획은 성공적이었는가? 어떤 면에서 그것이
비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까?
당신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실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
찰력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

내용:
이 과제를 통해 이 팀의 사역 계획이 매우 특정한 성격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한 가지”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획은 이미 발전시
킨 교회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계획은 특
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다 (비전). 이것은 선
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정한 팀 리더들
의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미 고안하여 그 지역에서
수행한 실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가능성 탐구).
네 번째 과제의 두 번째 단계(우리가 누구인가? 누가 빠져 있는
가?)에서 세운 예비 선교 계획과, 정체성 선언문 (Identity Statement)과, 비전 선언문 (Vision Statement)을 검토해 보라.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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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

• 우리는 우리 비전의 대상자들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세워나갈 것인가?
비전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
• 이 예배 공동체의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

시작하려는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드러내 보이기 (혹은 드러내
보이지 않기)원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은 무엇인가?

19세기 중엽, 베테랑 선교사인 존 네비우스 (John Nevius)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세계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

•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새신자들이 조만간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새신자들이 조만간
교회의 복음 전파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새신자들이 조만간 그들
자신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마펫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할 때 이러한 기준
들을 택해 시행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
되는 선교사 중심의 모델과 급격히 다른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지속 가능한 선교 계획은 새로
운 예배 공동체의 건강과 자유를 위해 지역 리더십과 지역 복음
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또한 지역 자체적으로 선교를 지
속해 나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질
문들을 해보라:

• 우리 상황에서 성령님과 “새신자들”이 조만간 이 새로운
•
•
•
•

예배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우리 상황에서 성령님과 “새신자들”이 조만간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우리 상황에서 성령님과 “새신자들”이 조만간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리더십과, 재정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왜 중요하고 건강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도전들에 직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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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허락한다면, 정체성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통찰력이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대답한 것들과 얼마
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팀이 함께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시간을 정
하여 이러한 숙고와 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다가가게 하시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능하다면, 특정한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 이 특정한 지역에 다가가기 위한 지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중간 활동:
당신의 지역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새로
운 예배 공동체들을 방문하라. 다음의 웹싸이트 (onethousandone.
org)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당신의 지역 안
에 어떤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이 있는지 알아보라. 가능하다면,
그룹으로 함께 방문한 후에 팀원들이 함께 모여 관찰한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라.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목
사나 다른 핵심 리더를 만나서 다음의 질문들을 해보라:

•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
•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다가가게 하신다고 느낀
특정 지역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당신의 전략은
무엇이며, 이 전략을 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예배 공동체도 방문할 수 없다면, 다음의 웹싸이트
에서 1001 예배 공동체 에 대한 비디오들 중 적어도 3개를 시
청하라: youtube.com/1001NewWorshiping. 가능하다면, 비
디오에 등장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 중 한 공동체의 핵심 리
더에게 전화하여 위의 질문들을 해보라. 당신의 지역에 당신의
예비 선교 계획과 유사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다른 교단이나
선교 단체 기관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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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WO: 제 2단계
“LET ME COUNT THE WAYS”
“방법들을 살펴보기”
시작: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많
은 방법들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특정한 전략들을
식별하기 시작할 것이다. 비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경 공부:
고린도 전서 9장 22절을 크게 읽어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
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당신은 바울이 어떤 방식들로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
•

생각하는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려고 하는 위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신이 속했던 혹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했는가?
이러한 교회들의 사역이 그들이 섬기려는 지역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특정한 방식들에 대해
말해보라.

기도:
당신을 양육해 준 교회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라-그 교회들의 목회자들, 주일 학교 교사들, 청소년 리더들, 장로
들, 집사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서 그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들 (gifts)에 대해 하나님
께 감사하라.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
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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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간 활동의 일환으로 당신이 방문한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에
대해 숙고해 보라. 어떤 예배 공동체도 방문할 수 없었다면, 다
음의 웹싸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3-4개의 비디오를 시청하라:
youtube.com/1001NewWorshiping.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셨다는 것을 떠올
리기 위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어라.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
에 그리고 각 선교팀이 독특한 방법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한 모델들이 없다. 하지
만, 우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혁신적인 제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이
시청하는 실례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자신의 상황을 확고히 염두에
두면서, 토론을 위한 아래의 질문들을 사용하여 당신이 보고 들
은 것들을 숙고해 보라:

• 당신이 방문하여 혹은 비디오에서 관찰한 어떤
관행들이나 행동들이 당신에게 특별히 깊은 인상이나
흥미를 주었는가?

• 당신이 관찰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만약 있다면) 당신이
•
•

선택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다가가게 하신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고려할 때 (비전 선언문),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
•
•
•
•
•
•
•
•
•
•
•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떤 핵심 가치들을 지닐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떤 관행들이나 행동들을
드러낼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새로운 제자들을 삼을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결정들을 내릴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재정적 안정을 이룰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기도 모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공동체는 언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돌봄을 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른 교회나 노회와 어떻게 연결 고리를 유지할 것인가?

기도:
추수터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중간 활동:
비전 선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한 한 페이지의 계획서를 각자가 작성할
것이다. 정체성 선언문, 비전 선언문,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
명서를 염두에 두라. “가능성들을 탐구하기”과제를 통해 배운
것들을 숙고하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상세히 설명하는
대신, 단지 당신의 아이디어들을 종이 위에 적어보는 것이다.
종이 위에 적으면서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 보라 (하지만 모든
질문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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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섬김이들이 어떻게 선출될 것인가? 이러한

STEP THREE: 제 3단계
THE MISSION PLAN 선교 계획
시작:
이 단계에서는 선교 계획을 완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 공부:
사도행전 6:1-7절을 읽으라.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
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형제들아 너희 가
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
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
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
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교회는 성장했고, 기적과 위험과
온갖 종류의 흥분되고 두려운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났다. 그리
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조직이 필요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
었다.
사도행전 6:1-7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살펴보기 위해, 다
음의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진행하라:

•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누가 이끌고 있나?
• 이 공동체의 필요들이 무엇인가? 어떤 필요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나?

•

지도자들은 어떤 은사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

내용:
정체성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
명서를 큰 소리로 읽어라.
각 팀원들에게 그들이 작성한 선교 계획을 큰 소리로 읽게 하여
그것을 전체 그룹에 소개하게 하라. 복사를 하여 모든 팀원들이
각각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라. 모든 팀원들이 발표를 한 후에
는 전체 그룹에게 몇 분 동안 잠잠히 앉아 있기를 요청하라. 그
다음에 다음의 질문들을 하라:

• 당신은 어떤 유형들을 보는가?
• 우리가 반드시 사용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들에는 어떤
•
•
•

것들이 있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흥미롭지만 당분간 유보될 수 있는가?
모든 계획들을 들은 후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합당치 않은
것 같은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각각의 계획들 중 최고의 것들을 선정하여 결합하고, 추가적인
일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채워주는 완성된 계획에 대한 아이
디어들을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라. 완성된 계획에는 다음
의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I. 하나님의 선교

•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 될
•
•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비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II. 아웃리치와 복음 전파

•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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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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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행과 리더십

VIII. 공동체 생활

• 정체성 선언문은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리더들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지금, 6개월 안에, 그리고 1년 안에 어떤 유형의 리더들이

IX. 예배

• 어느 시점에서 예배가 공동체의 관행으로 소개될

필요한가?
IV. 교단과 다른 교회들

• 여러분의 노회로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
•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노회와 기존의 지역 교회들에
어떻게 축복이 될 것인가?

V. 재정과 청지기직

•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에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
•
•
•

정도의 비용이 들겠는가?
예상 수익과 예상 비용을 포함하는 향후 2년 동안의
예산을 세워보라.
예배 공동체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지니스
계획이 있는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돈에 관해 어떻게
말하겠는가?

X,

것인가?
• 예배 스타일과 내용은 여러분 공동체의 문화적 정황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기도

•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단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

보다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소개할 것인가?

중간 활동:
아이디어들을 나눈 후에, 한 사람을 지정하여 선교 계획에 대
한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게 하며, 다음 과제 전에 그것을 검토
해 볼 수 있도록 전체 그룹에 보내게 하라.

VI. 선교 지도자들

• 리드 선교사는 어떤 역할과 임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
•

하는가?
선교 지도자들 중 새로운 예배 공동체에 의해 재정적
후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필요한 “자원자” 혹은 무급의 선교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VII. 제자화

• 제자의 의미를 어떻게 명료화할 것인가?
•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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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STEP FOUR: 네 번째 단계
ADOPTING THE MISSION PLAN
선교 계획을 채택하기
시작:
이 단계에서는 선교 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정을 하여 그 계획을 채택할 것이다. 팀원 각자에게 “
하나님_________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를 적
어도 한 번씩은 하게 하라.

성경 공부:
빌립보서 1:3-11을 큰 소리로 읽으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
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
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
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
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
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
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3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다가가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
라. 시간을 갖고 분별팀의 모든 팀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
려하라. 당신은 바울의 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
을 것이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
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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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간 활동으로부터 선교 계획을 작성한 자로 하여금 그것
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분별팀의 모든 팀원들에게 그들이 들
은 내용들 중에서 바꾸거나 첨가했으면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계획이 전체 팀의 비전을 반영해줄 때
까지 수정하고 다듬어라. 하지만 선교 계획은 유동적이고 융통
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계획을 완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환경들이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일 수 있다. 선교 계획에 만족하면, 그 계획이 우리 자
신의 비전이 아니라 새로이 세워질 예배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의 비전을 정확히 반영해 주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 시점
에서 여러분은 다음의 것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
•
•

정체성 선언문
비전 선언문
선교 지도자들에 대한 설명서
선교 계획

이제 여러분의 사역에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계
획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 그 후에
협력자들과의 만남 시간을 정하라. 여기에 몇가지 제안 사항들
이 있다:

• 코치: 당신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줄
•

•
•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코치를 초대하라.
협력 교회: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기도, 인적 자원들,
만남의 장소, 혹은 재정으로 지원해 준 지역 교회 (혹은 한
개 이상)가 있는가? 이러한 교회(들)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지 그룹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는 이 진행 과정에
초대되어야 한다.
노회나 대회: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에 돌봄을 제공해 주는
노회나 대회 위원회가 있는가?
이웃에 위치한 다른 교회들: 여러분이 다가가도록 부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쓰는 이웃
교회들이 있는가? 사역은 협력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지역 교회들과 선교
협력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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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 안에서 당신이 일하기 원하
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중간 활동:
다음 과제에 앞서,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열매를 맺어 오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적어보라. 또한,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해 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다섯 가지를 적어보라. 신실함 혹은 충성스러움을 측정
해 주는 양적 (quantitative)이고 질적인 (qualitative)방법들을 찾아
보라. 그리고 이 숙제를 다음 모임에 가져오라.

STEP FIVE: 다섯 번째 단계
ESTABLISHING BENCHMARKS
벤치마크 설정
시작:
이 단계에서는 첫 해를 위한 몇 가지 목표들과 책임 측정 기준
들을 개발할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
미하는가?

성경 공부:
누가복음 10:1-11을 읽어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
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3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
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 만일 평
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며 주
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
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
다 하라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
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
1

이 말씀을 두 번 읽어라. 한 번은 큰 소리로 또 한 번은 조용히
읽어보라. 그리고 팀원들에게 특별히 부각되는 단어들이나 구
절들에 밑줄을 긋게 하라. 이 구절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
간을 부여하라. 그 다음에 각 팀원이 다른 파트너와 함께 앉아
자신에게 부각되었던 단어나 구절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서 얻은 어떤 통찰력들이나 새로운 이해들을 함께 나누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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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

내용:

• 제도적 교회가 성공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의 반응을 적어보라.
• 사역의 “성공”에 대한 성서적 실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신실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일년 후에 무엇을 볼 것인가? “가능성을
탐구하기” 과제에서 배운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팀원들에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신실하
거나, 혹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을 한 가지씩 말하게 하라 (지난 중간 활동 숙제). 각각의 제안
들을 적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들이 생각해 낸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제안들을 비판하거나 논의하지 마라. 목표
는 우리 사역이 열매를 맺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디
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같은 절차를 따라, 우리 공동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성공적으로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표시
들을 나누게 하라.
위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동네
에는 들어가서 유하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그들의 발에서 먼지
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사역의 “성공”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하
기도 할 것이다), 열매를 맺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곳에 자원
들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이 제안한 것들의 목록을 사용하여, 첫 해에 새로운 예
배 공동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일단의 벤치
마크 (기준)를 만들어 보라. 이 문장을 적어 놓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일년 후에, ___________공동
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한다면,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것이다.” 벤치마크들은 여러분의 상
황 속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음의 질문들이나 다른 질문들
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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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던 혹은 교회에서 떠났던 사람들의
•
•
•
•
•
•
•
•

참여
더 넓은 사회에 끼친 영향
현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접촉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 제공
사역을 위한 참가자들의 재정적 지원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새로운 리더십 개발
참가자들의 양적 성장
당신이 다가가도록 부름을 받은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참가자들의 숫자

지금부터 일년 후에 우리가 ______________________을 본다면
(혹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나 사역으로 이전해 갈 것을 고려할 것이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단어들을 적어보게 하라. 조용한 가운데
에서 참가자들에게 마음이 동하면 그들이 기록한 문장 (하나씩)
을 크게 읽어보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끝마칠 때까지 계속하
라. 각 반응 후에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하라. 기도로 종
결하라.

중간 활동:
선교 계획과 첫 해의 사역을 위한 벤치마크를 코치와 협력 교회
나 노회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줘라. 그들이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코치와 협력 교회나 노회로 하여금 여러분이
설정한 벤치마크들에 따라 여러분이 책임있게 행하는지에 대해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라.

코칭 포인트

• 벤치마크들은 정체성 선언문과 연결되어야 한다. 팀이 이
•

문서들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라.
팀이 책임을 위한 기준들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에, 협력 교회(들)와/혹은 노회들과 분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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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분은 꽤 빨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로교 선교국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이 곳으로 연락하라:

CLOSING: 종결:
ONE MORE TASK TO WRAP UP THE
DISCERNMENT PROCESS AND CONTINUE
THE WORK!
분별 과정을 종결하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
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
우리는 이 격려의 말로 끝내고 싶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이 완벽하거나 혹은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 아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
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일
들을 행해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처
럼 보이지 않는 일단의 사람들을 취하셔서 세상에 교회를 탄생
케 하셨다.
이 분별의 과정을 끝마쳤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
는 하나님의 소명에 신실하게 집중해 온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
들의 삶 속에 은혜와 소망을 구체화할 사역을 형성하기 위해 하
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에 경청해 왔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약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분별 과정의 다섯 과제를 끝마쳤다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과정은 일직선으로 진
행되지 않는다. 이 책자의 첫 과제는 당신이 시작한 곳이 아닐
수 있고, 마지막 과제는 당신이 종결한 곳이 아닐 수 있다. 하지
만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섯 과제를 건너띄지 않고 끝마
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
률이 크다. 다섯 과제를 끝마쳤을 때, 여러분은 또한 장로교 선
교국 (PMA)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명목을 가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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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McCallister, Associate, or Bill Moore, Administrative Assistant, at The Office
of Mission Program Grants, Presbyterian Church (U.S.A.), Louisville, KY 402021396, (888) 728-7228, Ext. 5230, 5251 or email Tim.McCallister@pcusa.org or
Bill.Moore@pcusa.org.

숙고와 평가:
그룹이 함께 대답하라:

1. 우리는 각 과제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2. 우리는 각 과제를 끝마쳤는가?
3.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네”라고 대답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사용하라.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정의를 내려라:
1. 무엇인가? (What is?)
2. 무엇이 될 수 있나? (What could be?)
3. 무엇이 될 것인가? (What will be?)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간단한 세개의
질문이다.

1: 무엇인가?
분별팀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실재를 정의하라. 즉, “무엇인가?”

•
•
•
•

여러분의 팀에는 누가 있는가?
어떤 재정적 자원들이 모아졌는가?
여러분의 팀은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인적 자원들을 지니고 있는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질
문들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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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될 수 있나?
분별팀이 함께 6개월, 12개월, 그리고 18개월을 내다보면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 우리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후에 어디에 있을 수
•
•
•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만
큼 많은 질문을 하라.

3: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시행할 단계들이 무엇
인지를 계획할 것이다. 여기는 꿈꾸는 자의 단계가 아니라, 발
을 땅바닥에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다음 각각의 문장
들을 완성하라:

• 다음 몇 시간 안에 우리는 … 할 것이다.
• 다음 6주 안에 우리는 … 할 것이다.
• 다음 3 개월 안에 우리는 …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번잡스러운 삶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하나님 그리고 서로
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생명력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일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이
며, 또한 많은 도전도 받게 될 것이다. 때로 여러분은 “내가 정
말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할 것이
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
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
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요구
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뿐이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종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이 여정의 부분을 완성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여
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라고 요구하신 것을 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
고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또한 공급해 주실 것
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한
다. 아멘.

4: 고려할 사항들

• 웹싸이트 (onethousandone.org)에 등록할 것을 고려해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라.

•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1001 지역
•
•
•
•

담당자들 중의 한 사람에게 연락할 것을 고려해 보라.
우리 교단 안팎에 있는 다른 교회 개척자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해 보라.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곳에서 교회 개척
모임을 가질 것을 고려해 보라.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줄 기도 동역자들의
범위를 넓힐 것을 고려해 보라.
장로교 선교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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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자료

Recommended Reading

추천 도서

첫 번째 과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The Gospels – Worth reading a gospel while establishing your identity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Orbis Books 1991, 2011
Guder, Darrell, Missional Church, Eerdmans 1998
Dally, John Addison, Choosing the Kingdom, Alban Institute 2008
Branson, Mark Lau & Warnes, Nick, Starting Missional Churches, IVP
September 2014

두 번째 임무: 비전을 분별하기
Newbigin, Lesslie, Open Secret, Eerdmans 1978, 1995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1989
Guder, Darrell,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Eerdmans 2000

네 번째 임무: 선교 지도자들을 찾기
Halter, Hugh & Smay, Matt, Tangible Kingdom Primer, CRM 2009
Steigerwald, Dan, Growing Local Missionaries, Urban Loft Publishers 2014
Roxburgh, Alan, The Missional Leader, The Leadership Network 2006
Breen, Mike, Building a Discipling Culture, 3 Dimensional Ministries 2011

다섯 번째 임무: 계획 수립
Moynagh, Michael, A Church for Every Context, SCM 2012
Williams, Rowan, Mission Shaped Church, Church House Publishing 2004/2009
Barrett, Lois Y., Treasure in Clay Jars, Eerdmans 2004
Logan, Bob, The Missional Journey, Missional Challenge 2013
Woodward, JR & Hirsch, Alan, Creating a Missional Culture, IVP 2012

웹싸이트
onethousandone.org
freshexpressions.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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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있었던
새로운
선교에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은 이전에 효과가
모델들이나 기교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공동체는 당신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한 신실한 분별을 통해 형성된다.

이 일은 로케트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는 성령님의 사역이기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 넘는 과제이다.
이 교재는 여러분을 무 (zero)에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연구 과제들과 단계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임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임무에는 성경
공부와 오랜 기도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불행히도,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은 일직선의 과정이 아니다.
이것은 유기적이고, 정황에 따라 다르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다. 이것은 개혁되고 항상 개혁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양태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때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분별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별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실패로
귀결될 것들로부터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취하고
싶어하시는 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공하려 애쓰기보다 신실하려고
힘쓰라. 신실함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감히 꿈꿀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임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경청하고, 분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National Coordinator for 1001 New
Worshiping Communities, vera.white@pcusa.org, or visit
onethousando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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