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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할 것은 아직도 많고, 일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예수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요즘도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많은 아픔과 고통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찾아 헤매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둘러 보신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배운 노래가 기억난다...

여기에 교회가 있네, 여기에 종탑이 있네,
교회 문을 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교회 문을 열어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몇몇 도시나 마을에서는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고, 일거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은 매년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우리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서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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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지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미국이 깊은 경제공황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은 길을 닦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좋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이 고용인들에게 

시킨 일은 길이 전혀 필요 없는 곳에 길을 닦는 일이었다. 그러자 

전혀 사용하지도 않을 길을 닦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꾼들은 점점 일하고 싶은 의지를 잃어갔다. 그리고 결국은 일을 

끝내지 못하게 되었다.

의도적인 제자화에 대해서 말할 때 우선 먼저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제자를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책에서는 “왜”라고 부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자화를 위한 길을 

닦기로 했다면 왜 그 길을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도 너무나 시급하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바꾸고, 고쳐가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예배를 바꾸어 

보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도 해 보았고,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을 살펴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도 

했고, 새 교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기도 하면서 

교회를 바꾸고, 교회 프로그램을 좀 더 화려하게 효과적으로 고쳐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저기 조금씩 고치고 바꾸면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오랫동안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 왔지만,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의도적인 제자화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기로 한 이유를 잃어버렸으며,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평생토록 가야 할 길이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문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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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다른 

모든 자원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초점은 

교회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이크 브린은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제자들을 별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제자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1

바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의도적인 제자화로 초대한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의도적인 제자화를 위한 

건강한 원리들을 제공하며, 범교단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하며, 제자 

만드는 운동이 범교단적으로 확산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좀 더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본 교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들어 

있다. 바라기는 모든 연회의 지도자들이 각 교회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본 교재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교회 문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1 Building a Discipleship Culture. Mike Breen, 3dm Publish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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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초점은 
교회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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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제자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즉, 의도적인 제자화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교회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화의 개인적인 요소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
각 개인이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줌

신발 끈을 묶지 않은 채 기차를 탄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같은 

기차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그 소년에게 신발 끈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소년은 알았다는 말만 하고는 신발 끈을 

묶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승객은 

말하기를 “네 신발 끈이 풀어져 있으니까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신발 

끈을 묶으렴”이라고 했다. 그러자 소년은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여전히 신발 끈을 묶으려고 하지 않았다. 드디어 두 사람이 

내릴 곳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소년은 

신발 끈을 묶지 않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차에서 내리던 소년은 

풀린 신발 끈이 밟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승객은 급하게 그 소년을 도와주면서 왜 진작 신발 끈을 묶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대답하기를 “아무도 신발 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제자화의 
개인적인 요소와 
교회적인 요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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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회의 강단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설교로 가득 차 있다. 

교회학교 수업시간에도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말들을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 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의 신발 끈을 

묶어 주기만 하고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전 인생을 통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며, 성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매 

주일 예배시간에 “오는 한 주간 동안 제자로서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것저것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도 

있다. 매년 초에 교회의 임원들과 일 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영성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가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고, 또한 임원이 단순하게 행정적인 일만 감당하지 

않고 서로서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제자화의 교회적인 요소 (교회가 제공해야 할 것)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도들이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 개인이 제자로서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모든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통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땅을 개간해서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씨를 뿌릴 때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뿌려서 최대한 수확하도록 한다. 비가 올 것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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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준다. 곡식과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바로 이것이 의도적인 

제자화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의도적인 제자화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또한 교회적이다”는 말은 모든 

성도가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뜻이다. 의도적인 제자화를 통하여 건강한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시스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강조되고, 똑같이 중요하게 간주 

될 때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제자가 나타나게 된다.

토의 내용:
다음의 질문들을 보고 인도자와 함께 토의해 보자.

1.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2.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면으로 교회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3. 제자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내가 더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4.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인가?



“감리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화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재발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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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웨슬리가 위의 글을 썼을 때 그는 감리교에 대한 한 가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감리교라고 

하는 운동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왜 감리교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감리교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초창기의 정신과 열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성과 역동적인 

삶에 대한 열정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단언컨대 감리교 

운동의 핵심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성의 필요:
무엇을, 어떻게, 왜

나는 감리교인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종파로서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씀과 
정신과 열정, 그리고 절제된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존 웨슬리, “Thoughts Upon Metho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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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평범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오전 8:30분,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를 실시하며, 매월 두 번째 주일에는 온 교인이 아침 식사를 

같이하고, 매년 6월에는 단기 선교 활동을 통해 집을 고쳐주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공부를 합니다.” 이런 활동과 프로그램들은 모두 

아름다운 일들이며,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당신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The Book of Discipline 2016, ¶120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우리는 제자를 만듭니다”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명 선언문을 잘 암송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명 선언문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연회 직원들과 

감독들과 함께 의도적인 제자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대화 초반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루게 된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위의 두 가지 질문을 신중하게 살피다 보면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이—선행 은총, 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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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의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신비로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질문이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제자를 만들 이유가 없다.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자체가 열심을 

다하여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자를 만드는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만드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교회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의도적인 

제자화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을 위한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가서”라는 단어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다. 우리의 믿음은 “가는” 믿음이다. 우리 교단의 사명 선언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대 사명(Great Commission)에 기초를 주고 

있다. 그래서 가는 일을 할 때 가장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 감리교 

운동의 핵심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대 사명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그 일이 제자를 만드는 열정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연합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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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감리교 사명 선언문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자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종류의 제자를 배출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를 

양육해 낼 것인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의도적인 

제자훈련 운동에 참여해서 연합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따라 모든 교인이 제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양육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이먼 시넥 (Simon Sinek)이라는 저자는 그의 책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라”(Start with Why)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위대한 리더들과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운동, 그리고 

큰 회사들은 모두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잘 알고 있으며, 그중에 몇몇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왜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는 이것을 “The Golden Circle”이라고 했다.  

(도표 A 참조)

시넥은 일반 회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위의 글을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채우는 것이 결과는 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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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될 수 있으며, 제자를 만드는 일과도 동떨어진 일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목회의 동기와 이유, 

그리고 우리의 신념에 대한 것이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왜 당신의 

교회는 존재해야 하며, 왜 사람들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라는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다. 왜라는 말은 동기와 

목적에 대한 확신을 일컫는 말이다. 

회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라” 
사이먼 시넥

“왜 당신의 교회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5% 미만 -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왔다고 했다.

 • 5~10% -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초청으로 나왔다고 

했다.

 • 80% 이상 - 처음부터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계속 가까운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60~70%)은 

오랫동안 그 교회만 다녔다고 했다.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들도 그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도표  A

왜

어떻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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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먼 시넥이 쓴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라”(Start with Why)라는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애플, 라이트 형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의 시민 
인권 운동 등의 성공 비결을 The Golden Circle의 원리로 풀어내고 있다. 또는 그의 
TED Talk 중에서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을 시청할 수도 있다.
www.ted.com/talks/simon_sinek_show_how_great_leaders_inspire_action)

많은 연합감리교인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특정한 성격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조차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2

토의 내용:
아래의 내용을 평신도 지도자들과 토의해 보라.

1. 왜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가?

2.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왜 이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는가? 

4. 이 교회가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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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동기와 이유다! 

수많은 사람이 안으로 새롭게 되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될까?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제자화의 
이유에 대한 
이해와 재발견 

3  존 웨슬리의 설교“성경적인 구원”(1765) l.4 (Works, 2:158)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성화가 시작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다. 즉, “위로부터 거듭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적이며 상대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도록 해 
주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의 쾌락을 향한 사랑, 게으름, 명예, 
재물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교만, 분노, 자신의 의지를 믿는 
마음,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도록 해 준다.  
한 마디로,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들”을 향한 마음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 준다.

 존 웨슬리, 설교 “성경적인 구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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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하는 일은 

아주 잘 해 왔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 사역을 해야 한다, 어린이와 

중고등부 사역을 잘 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십일조와 헌금을 

해야 한다 등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각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와 이유를 망각해 버리고, 그 중요한 일들은 그냥 

해야만 되는 일들이 되어 버리며, 그로 인하여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존 웨슬리의 설교와 초창기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한 모든 말과 일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부터 비롯된 설교와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참 기쁨과 동기와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소그룹 사역, 지역사회 활동, 전도, 헌금 등).

“왜”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된 존 웨슬리의 메시지와 

웨슬리 운동에 의해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알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 자라게 되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며,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며,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게 된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왜 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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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려고 힘쓰며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이해하고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그룹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속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깊은 열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이런 열망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제자화의 필요에 대한  
더 깊은 고찰
부모들은 “왜”라는 질문을 받는 데 익숙하다. 아이들은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이 왜 그런지, 사람들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내 아이 역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날은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러다가 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두 번째 “왜”
라는 질문을 받는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일은 부모가 아이의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하지 

않은 것과 정비례한다).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설명했는데도 아이가 

만족해하지 않으면 늘 부모들이 사용하는 대답이 있다. “그냥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아빠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대답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라고 대답하는가?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대답이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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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답은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대답은 아니다. 

어린아이가 “왜”라는 질문을 되풀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진정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왜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역량이 약화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 역시 약화 될 수밖에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그 이유를 

망각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말라리아 퇴치에 

힘쓰고, 질병에 시달리는 제삼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등),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토의 내용:
Youtube에서 Michael, Jr.의 “Know Your Why”라는 동영상을 
함께 보고 다음의 내용으로 토의를 해 보라. 
www.UMCdiscipleship.org/knowyourwhy

1. 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2. 왜 전도하는가?

3.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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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의 재발견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모든 면에서 “왜”를 재발견하는 일이 각 교회가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을 시스템화하는 첫걸음이다. 예를 들면 

유아부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는 것이 제자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유아부에 자원 봉사자를 

투입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 봉사자를 투입하기 위하여 Safe Sanctuary 훈련과 같은 

필요한 훈련을 하고, 자원 봉사자가 범죄 기록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자원 봉사자로 자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자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 봉사자를 찾는 광고를 하게 

된다. 결국, 유아부에 자원 봉사자를 투입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해 

왔으니까라는 그런 생명력 없는 활동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왜”의 

재발견을 통해 유아부에서 자원봉사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오래 가지 않아 언뜻 진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아부에 자원 봉사자를 투입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사명의식과 결부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아부 교사로 자원하시면 유아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온전히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분들 역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 그 하는 일이
더 탄력을 받게 된다.”

 Michael Jr., 코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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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도적인 제자 만들기에 대한 “왜”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을 한다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셨고, 초창기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 지속하였던 일들에 우리 역시 동참하게 될 

것이다.

토의 내용:
모든 교회 활동에 있어서 “왜”를 재발견해야 하며 그런 활동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과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1.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2. 다른 사람들이 “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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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스템인가?
당신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당신의 교회에는 이미 제자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디자인에 따른 결과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의도적인 

제자화는 초신자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무엇을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

4  사이먼 시넥, 왜로부터 시작하라, 14~15.

미국 자동차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일본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자동차 동체에 문을 다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미국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는 
인부가 고무로 된 망치를 이용해서 문이 문짝에 꼭 맞도록 몇 
차례 두들겨 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미국 자동차 회사의 간부들이 
그들을 안내하는 일본 사람에게 문이 문짝에 정확하게 꼭 맞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언제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일본인 안내자는 
수줍은 듯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문이 문짝에 꼭 맞도록 디자인합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는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가장 훌륭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설계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이먼 시넥, “왜로부터 시작하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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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 

초신자들이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자화의 기회를 정확하게 알려 

줌으로 그들이 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연회가 제자화에 대하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가 그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화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기를 바란다.

환경, 언어, 그리고 내면화
우리가 함께 의도적인 제자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동안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기를 바란다. 각 교회는 그 교회 특유의 독특한 

목회 환경이 있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환경은 그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문화와 언어가 있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제자화의 과정을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바꾸어서 사용해야 한다. 의도적인 제자화의 

가정이 그렇게 각 교회의 필요에 맞도록 내면화하고, 그리고 제자화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교인들도 당신이 

만든 그 제자화 프로그램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본 소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깊이 연구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본 소책자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당신이 우리가 소개하는 

제자화 시스템 그 자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스템에 대해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에 대한 정의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줄 안다. 하지만 제자에 대한 

정의는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자직 총칙”(General Rules of Discipleship)에 나와 있는 감리교의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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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예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헌신을 
통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5

개인적으로 종종 아래의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다.

위의 정의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매번 아무것도 맞히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목회 환경에서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특징에 대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의 특징
모든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은 다음의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 

1. 제자의 특징: 성장의 단계마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2. 성숙한 제자의 특징: 당신이 개발한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제자는 어떤 특징들을 갖추게 될 것인가?

3. 시스템의 각 단계: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가?

이런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하여 “EMC3 코칭”
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Shift: Helping Congregations Back 

Into the Game of Effective Ministry, and Membership to 

5 제자직 총칙은 웨슬리의 General Rules 에서 발췌, 응용한 것이다(장정 2012, 
¶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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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eship: Growing Mature Disciples Who Make Disciple”
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제자에 대한 많은 훌륭한 책을 집필한 “필 

메이나드”의 도표를 인용했다. (도표 B)

제자의 특징 (도표 맨 왼쪽 칼럼)
이 부분에는 목회 현장에서 제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각 

부분을 적어 넣도록 한다. 아래의 내용은 예를 든 것이다.

예배 제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생활 제자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영성을 위한 활동 제자는 영성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금과 섬김 제자는 헌금과 섬김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음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목회 현장의 문화와 가치관에 알맞은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당신이 

만든 제자화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적어 넣을 

수 있다.

성장하는 제자의 특징 (도표 맨 오른쪽 칼럼)
도표 맨 오른쪽 칼럼에는 제자가 도표 맨 왼쪽 칼럼에 적어 놓은 

각 분야의 훈련을 다 마쳤을 때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적어 보라.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예배 - 성숙한 제자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공동체 생활 - 성숙한 제자는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본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와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영성을 위한 활동 - 성숙한 제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기쁨으로 행하며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는지를 나눔으로 함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 (역자주: 영성을 

위한 활동 = 예배, 기도,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 교회 봉사 

등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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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과 섬김 - 성숙한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온전한 십일조뿐만 아니라 그 이에 기타 헌금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

그리스도를 닮음 -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도록 초대한다.

성장의 과정 (도표 위쪽)
도표 위쪽에는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성장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보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도표에는 각각 탐구, 연구, 시작, 성장, 성숙이라고 적어 보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믿기 시작, 순종, 소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도표에 사용한 성장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탐구 -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단계로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삶의 참 기쁨은 무엇이며, 삶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찾기 -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앞에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시작 - 새로 발견한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 믿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성장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 노력한다.

성숙 -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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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내용:
충분히 시간을 내어 본 도표에 기록된 제자화의 과정 중 본인은 
분야별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면화하라.

1. 예배, 공동체 생활, 영성을 위한 활동, 헌금과 섬김, 그리스도를 

닮음 등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환경에 맞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3.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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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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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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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목회현장에서 적용하여 

당신에게 맞는 제자화 시스템을 개발해 보라. 제자화 시스템 샘플 

도표에서 분야별, 단계별 내용을 다 삭제해 보라. 그리고 빈칸에 당신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분야별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보라.

나에게 맞는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도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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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안의 방법 
우리 감리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을 

전통적으로 실시해 왔던 역사가 있다. 감리교 초창기에는 속회, 밴드, 

그리고 기타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초신자들이 체계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성도들이 소그룹 모임에 동참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 모든 감리교인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총칙을 실천하도록 권유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배제함으로)

2.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자주 

-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3.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실천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자비의 삶 경건의 삶

 •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 공적인 예배

 •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 성경 읽기

 • 병든 자를 돌보는 것  • 성만찬에 참여

 •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 가족 기도와 개인기도

 • 노숙자를 돌보는 것  • 성경 연구

 • 낯선 자(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 금식 또는 금욕

 • 화평케 하는 것  •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

 •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것      (Christian conferencing)

과거에 감리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umcdiscipleship.org/covenantdiscip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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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되는 것과 리더십
교회의 문화가 의도적인 제자화에 맞도록 달라지는 일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일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 

많은 지도자는 바쁜 것을 성취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또, 많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분주하게 돌아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가 무척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의도적인 제자화는 리더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줌으로 시작된다. 각 분야에 있는 

모든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권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의 각 부서가 모임을 할 때마다 

행정적, 목회적인 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별 모임이 옛날 

감리교의 속회 모임처럼 소그룹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목회협조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초점도 의도적인 제자화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일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들을 양성한다.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먼저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회의 모든 사역팀의 우선순위가 의도적인 제자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일에 끈질기게 집중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제자화는 
리더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줌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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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내용:
1. 교회가 의도적인 제자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2. 교회가 의도적인 제자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목회협조위원회와 

공천위원회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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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앞마당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생각해 볼 때 점점 더 

앞마당이 넓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은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앞부분에 좀 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제자화 시스템의 과정에서 탐구와 찾기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교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는 삶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앞마당을 넓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찾고, 삶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연합감리교회 교단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Fresh Expression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노력은 대부분 스케이트 보딩, 서핑, 암반 등반 등 

취미 생활을 주로 이용한다. 때로는 음악 감상하기, 또는 커피 한잔을 

마시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커피숍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것을 

도와주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 소개해 주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넓은 앞마당을 통하여 교회를 찾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과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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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는 동안 자칫하면 교회의 앞마당이 

앞마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만약 앞마당이 

앞마당의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커피숍은 그냥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숍이 되고 말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역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클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교회를 찾은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앞마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를 찾도록 앞마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 

교회는 큰 앞마당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교회를 찾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은 결국 관계다!
전도를 위한 적극적인 만남과 관계 

(MISSIONAL ENGAGEMENT & RELATIONSHIP)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전통적으로 “전도”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전도”(outreach)라는 전통적인 

개념과 구별하려고 “적극적인 만남”(engagement)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도”
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먼저, 선교적인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입을 옷을 보내주며, 

동네를 청소하고, 불우한 이웃들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제 활동을 가리킨다. 또 다른 의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도를 위한 

야외 활동, 또는 노방전도, 또는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적힌 물병을 

나누어 주는 일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도 활동이던지 전도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배제된 활동은 별로 효과가 없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위하여 물병을 나누어 

주고, 단순하게 사람들을 교회로 와 보라고 초청하는 일은 의도적인 

제자를 만드는 일과는 거리가 먼 활동들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만남”
은 진솔하고, 유기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할 때 의도적인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진솔한 관계: 진솔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실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동기는 진솔한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태도는 과연 이웃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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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해져 가는 동안 점점 자기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표현돼야 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동기가 진실하고 솔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진솔할수록, 그리고 정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기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그 관계는 유기적이어야 

한다. 즉,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이라는 말이다. 한 젊은 목사와 그의 아내는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유선방송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러자 주일 오후에 

더는 텔레비전을 통해 즐기던 스포츠를 볼 수 없게 된 목사는 근처에 

있는 스포츠 바에 가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스포츠 바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목사는 그 스포츠 바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친구처럼 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매주 그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중에 몇몇은 교회에 출석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속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계라는 말은 거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관계의 목적은 단지 상대방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상대방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으로서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것,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초대하는 것, 또는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비록 그들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하는 일에 큰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진솔하고, 유기적이며, 지속적일 

때에 사람들과 믿음을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된다.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의도적인 

제자화를 이해하는 일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교인들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계획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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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된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도행사를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부활절에 계란 찾기,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 입지 않는 

옷을 모으는 일, 건축 바자, 선교 바자 등 그런 행사는 하는 목적이 

그런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과 진솔하며,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행사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마 그런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제자화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터넷, SNS, 블로그, 비디오, 팟캐스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깊이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테크놀로지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는 대화를 대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제자화는 진솔하며, 유기적이며, 지속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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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 전체에 이미 의도적인 제자화 운동은 일어나고 있다. 점점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는 교회를 고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UMCdiscipleship.org 에 

들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한 의도적인 제자화
콜로라도의 덴버와 보울더라는 도시 중간 지점에 있는 

블룸필드연합감리교회는 여러 종류의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교회의 중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의도적인 제자화 운동을 하려면 

소그룹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눈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잘 나타나 있다: 성경, 정기적인 예배, 

소그룹을 통한 교제, 세상을 향해 다가감,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사역. 핵심적인 소그룹은 주일 아침 소그룹 모임 4개, 남선교회 소그룹 

모임 6개,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 4개, 저녁 시간을 이용한 여러 

개의 성경공부 모임, 이웃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3개, 그리고 6

개의 여선교회 제자반이 있다. 이런 모임들은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의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적인 성경공부, 주제별 

성경공부, 또는 성경 66권을 책별로 공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은 매년 특별한 필요, 혹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런 특별 소그룹들은 필요에 의하여 단기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임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연합감리교회  
전체에 걸친
의도적인 제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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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중에 몇 개를 소개하자면 미술가들의 모임, 다이어트 모임, 

청소년 학부모 모임,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이 교회는 수년 동안 다양한 사회봉사 모임을 지원하기도 

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모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모임,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다. 이런 모임들은 모두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계속 모이게 될 것이다. 또 교인들이 서로 친교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해 주는 싱글모임, 운동모임,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이는 

모임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모임으로써 기도모임, 

심방을 위한 모임 등도 있다. 또 제자훈련을 맡은 토마스 크로스 

목사는 웨슬리 신학과 기독교 역사를 주기적으로 가르치는 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연합감리교회의 교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세 가지 생활 원리, 

감리교인의 다섯 가지 특징, 영어 성경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의 사전, 

성령 세미나 등이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사순절 동안 주제별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 

주중 성경공부 내용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를 하기도 한다. 사순절 

기간에는 소그룹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주일 설교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 원고를 나누어 주어서 성경공부 

시간에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월과 12월에는 강림절을 맞아 

그 내용에 맞는 성경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을 그 기간 중 주일에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독교 절기에 맞추어서 그 절기에 맞는 성경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도 한다. 이런 짧은 기간의 성경공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성경공부가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담임목사 및 모든 교역자와 피자 저녁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새로 온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서로 

나누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제자훈련을 맡은 

목사는 피자 저녁 모임이 끝난 후에 새로 온 사람들을 후식 자리에 

초대한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소그룹에 대해 소개하게 되며, 몇몇 

소그룹 리더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인도하는 소그룹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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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필드연합감리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제자화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소그룹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을 청빙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서 혹은 소그룹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또는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 멤버로서 열심을 다해 협조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많은 소그룹을 둔 교회라는 이미지를 벗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이미지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며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 

토마스 크로스 목사

제자훈련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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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지방회 
오클라호마연회

오클라호마연회는 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각 지방을 맡은 

감리사(복음전파를 위한 최고 전략가)들은 개 교회를 도와 평신도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번 4년의 주기 초기에 우리 연회 제자사역부에서는 

총회제자사역부에서 사역하는 제프 캠블 목사님을 모시고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배운 연회 제자사역부 직원들은 각 지방과 개교회를 

찾아다니며 그 원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H.O.P.E.(Hospitality, Offering Christ, Purpose, 

Engagement)에 중점을 둔 워크숍을 지역, 지방, 그리고 교회별로 

실시했다. 돌아오는 연회에서는 세례를 많이 준 교회와 전도를 많이 한 

교회를 각 지방에서 한 교회씩 선정하여 One Matters Discipleship 

Award라는 상을 줄 계획이다. 앞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회를 후원할 

계획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실제로 많은 일이 이 세상의 교회들을 대적한다. 

그러나 또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들도 매일 열리고 있다.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그 

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해 준다.

데렉 벨레이스 목사

연회 제자훈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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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
개교회 사례 
오하이오 평화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 제자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개의 소그룹 모임(support group)을 통해, 

그리고 섬김과 전도의 모든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난다.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는 모임, 이혼한 이들을 돌보는 모임, 축구, 유치원, 마을 축제,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해주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난다.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예배, 소그룹 모임, 

성경공부반, 사역팀으로 초대를 한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바로 

이런 교회의 중심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교인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칭의 은총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준비된 소그룹, 일대일 제자훈련, 그 외에 여러 가지 리더십 훈련이 

제공된다. 이런 초점이 분명하며 깊이 있는 영적인 모임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온전케 됨으로 성화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해 준다. 우리 교회의 초점은 사람들의 의지와 동기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수년 동안의 의도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성화 은총을 

경험하면 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선한 일에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됨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이 제자화의 과정 중 어디에 있든지, 

전 제자화 과정을 통해 여섯 가지의 영적인 훈련에 참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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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이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공적 예배 참석, 희생적인 헌금).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이다(섬김/전도,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 개인의 성장과 발전).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할수록 더 열심히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화 

과정 중 어디에 있든지(역자주: 믿음이 크든 작든) 이 여섯 가지 

영적 훈련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 여섯 가지 영적 훈련은 

의도적인 제자화 훈련 중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 준다.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614-837-3732, 또는 scottd@peaceumc.org로 연락하기 바란다.

빌 라일 목사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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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설교 시리즈
범교회적 자료
사우스캐롤라이나연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인 숫자를 생각하기보다 제자를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교인 숫자에 대한 말보다 제자에 대한 말을 언제,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연회에 속한 몇몇 

목사들이 Lake Junaluska 연수원에 있는 의도적 성장 센터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토의를 하게 되었다. 그 대화는 필 메이나드가 쓴 

“Shift”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나눈 대화였는데, 대화하던 중에 

더 많은 목사가 그 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이 그룹은 많은 대화 끝에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정의하기를 “‘와서 

나를 따르라’(Come, Follow Me)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설교 시리즈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그 

제목으로 범교회적인 자료를 만들게 되었다.

모든 교회에는 믿음의 깊이가 각각 다른 많은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함과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교인들의 

마음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정을 심어 주어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교인들이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여정에 대해 

배우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부분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여정에 기초를 둔 

일곱 개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다. 배경자료, 설교, 비디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포함해 놓았다. 연회에 있는 목사들이 이 설교를 모델로 

삼아 각자의 목회현장에 맞는 설교 시리지를 개발하여 교인들이 

교회 숫자보다 제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공부 시리즈도 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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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연회 

웹사이트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자를 소개하자면 Ross Chellis, Brad Gray, Angela Ford Nelson, 

Ken Nelson, Paul Harmon, Wendy Hudson-Jacoby, Neal 

Woods 등이다. 각 연령별 자료를 위해 Jim Arant, Cathy Joens, 

Chris Lynch가 수고하고 있다. 예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했던 George Donigian 은 편집을 맡고 있다.

항목별 주제와 성경구절은 아래와 같다.

1. 따라감 (Following) - 마가복음 1:16~20

2. 고백함 (Confessing) - 마태복음 16:13~20

3. 넘어짐 (Faltering) - 누가복음 22:54~62

4. 변화됨 (Transforming) - 요한복음 21:1~14

5. 섬김 (Serving) - 요한복음 21:15~19

6. 선포함 (Proclaiming) - 사도행전 2:29~39

7. 건너감 (Crossing) - 사도행전 10:34~38

조지 호바네스 도니지언 목사

자료개발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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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연회에서 제안한 시스템
서부 펜실베니아연회

모든 여행은 첫걸음부터 시작된다. 때로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첫걸음을 떼기가 쉽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거나, 확신이 없으면 쉽게 집중력을 잃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그러다 운이 좋다면 누군가가 와서 길을 보여 줄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이다. 

그러나 모든 다른 여정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저 무턱대고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중에 몇 가지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요행을 바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인도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줄 수도 있다.

제자의 삶을 향한 길은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 의미 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해 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여정이라는 

웨슬리의 제자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제자의 삶을 

전인적인 삶으로 본다. 그래서 그 과정을 네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앙공동체(Community), 교육과 배움(Teaching/Learning), 선포와 

변화(Proclamation/Transformation), 섬김(Service).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자로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서로 보여 줄 수 

있다.

크리스 킨들 목사

제자와 영성 사역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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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연회 차원의 사역
북부 뉴욕연회

북부 뉴욕 연회에서는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이 역동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제자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이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고 목회를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감독과 감리사, 그리고 연회의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았다. 또한, 연회의 각종 문서를 통해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의도적인 제자화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알려지는 동안 연회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 

교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 교회들이 그 교회에 맞는 효과적인 제자화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제자화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웨슬리 신학과 전통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연회 차원, 그리고 구역회 차원의 워크숍도 진행했다. “Hand 

to Plow”(쟁기를 잡고)라는 교회 부흥 과목을 통해서 각 교회가 그 

교회에 맞는 효과적인 제자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교회마다 제자화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관된 각종 서적을 

읽도록 권장했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제자화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구성요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각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믿음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웨슬리 신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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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세 가지 은총(선행 은총, 칭의 은총, 성화 은총)과 일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 준다.

각 교회가 그 교회에 맞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는다. 몇 가지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 교회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강조된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각 교회가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해 시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간단한 시각적인 

그림이 제자화 시스템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이해하고, 웨슬리 

신학의 세 가지 은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론 보웬스 목사

“역동적 회중” 사역 디렉터



52

양육 시스템을 통한 제자화
베다니교회는 세 가지 비전이 있다. 그것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와 

나눔이다.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는 이 세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 지체가 서로 진솔한 나눔을 가지는 셀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힘이 

맺어갈 열매들을 기대한다. 양육 프로그램은 이런 열매를 얻고자, 말씀 

묵상 훈련과 기도하며 진실하게 나누는 셀 교회를 지향한다.

베다니교회 목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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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한 
제자화 시스템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트리니티 성경공부(Trinity Bible Studies)를 

기초로 하여 현대에 맞게 새로 집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 사실과 의미를 찾아 삶에 적용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총 10학기로 구성하여 시행하는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 학기 12주로 진행하고 열 번의 강의와 한 번의 특강과 

종합시험으로 마친다. 첫 두 학기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이다. 개관의 목적은 전체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1, 2학기에 성경의 전체 숲을 보는 훈련을 한 다음에는 나머지 

8학기 동안 구약성경 전체를 4학기로, 신약성경 전체를 4학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책을 구성하는 세부 “나무들”을 살피게 된다.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사실(fact)의 단계, 의미(meaning)의 단계, 적용

(application)의 단계로 진행하고 다른 성경공부와는 달리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흥미진진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한눈에 보고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을 세 가지 단계로 

연구한다.

첫째는 사실(facts)의 단계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실을 배우고, 해당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성경 66권 중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다른 성경공부에서 지향하는 성경의 언어와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는 성급함을 자제하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사실에 기초한 말씀 이해가 

이뤄지도록 한다.

둘째는 의미(meaning)의 단계이다. 우리는 성서의 사실들이 해당 

역사의 시점에서 그리고 과거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단순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는 

명확해지지 않는 상징적 혹은 영적 의미를 배우게 된다. 성서의 

사실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트리니티 

성경공부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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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적용(application)의 단계이다. 이는 대단히 개인적인 단계로서 

자신의 삶과 상황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성경공부를 통해 실제 세상과 동떨어진 

단순한 정신적 혹은 영적 연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창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세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사실의 단계, 의미의 단계, 적용의 

단계로 진행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인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흥미진진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핵심 

말씀을 암송하도록 한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열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번 강의를 

비롯하여 출결 상황을 체크하고 예습문제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시상식을 한다. 학생이 단순히 자신의 편의에 

따라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안일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와 

더불어 제자로서 준비하고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트리니티 전 과정을 통해서 사실-의미-적용의 

단계를 거치며 사실을 찾아내고 의미를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한다.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성서의 사실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와 사랑과 복음과 구원을 이루는 제자화 시스템을 구현한다.

홍삼열 목사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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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제자화 성장 전략:  
예배, 소그룹, 훈련의 동시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훈련’은 성장의 5대 요소—예배, 소그룹, 

훈련, 리더십, 성령의 역사—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그림 참조). 예배가 

활기차면 교회가 유지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단단해질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도전의 큰 

풍파가 올 때 교회는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개체 교회는 각 교회가 

처한 환경이 모두 다름으로 특별한 리더십을 요구하는데, 교회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성서적 분별력,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과감한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장을 우리는 맞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욕감리교회의 훈련은 에베소서 4:13(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움)과 골로세서 1:28(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사명선언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질적인 재생산에 헌신하는 교회.”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즉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둘째 훈련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훈련하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더 

나아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런 삶을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모여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훈련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단계적 훈련, 일반 훈련, 소그룹 훈련, 

평신도 팀사역 훈련.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계적 훈련(1~3단계: 필수, 4~9단계: 선택)

1. 뉴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자 2주) 

2. 말씀의 반석 (새가족 6주)

3. 1대1 제자양육 (울림가족 소속을 위한 16주)

4. 브릿지 전도 학교 (4주)



57

5. 기도 학교 (4주)

6. 선교 학교 (4주)

7. 울림 코스: 1~6 단계 (지도자 1.5년)

8. 평신도 간사 과정 (30주)

9. 평신도 세계관 학교 (2학기, 각각6개월)

일반 훈련

1. 통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잡기)

2. 전 성도 큐티 

3. 세미나/수양회 (부부, 자녀, 재정, 치유, 은사발견, 새가족,  

리더 등)

4. SCL(Studies in Christians Living) 1~6권

5. DFD(Design For Discipleship) 1~6권

소그룹 훈련

1. 울림가족 (셀 그룹) 소속

평신도 팀사역 훈련

1. 새가족팀

2. 중보기도팀

3. 브릿지전도팀

4. 가정재정훈련팀

5. 가정돌봄팀

훈련을 위하여 교회가 특별히 전략으로 삼는 것은 반복과 나눔이다. 

훈련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말씀의 반석→1대1 제자양육→SCL→DFD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 4 과정이 다루는 주제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위 단계로 갈수록 탐구가 심화되고, 적용과 

실천, 나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예를 들어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4번 반복하여 배우고, 실천함으로 훈련내용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훈련 중에서도 특히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통맥”(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잡기)과 “울림코스”이다.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통맥은 성서신학의 내용이고, 울림코스는 조직신학의 

내용이다. 통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핵심 되는 

내용을 살피고,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하는 것이다. 울림코스는 첫 

단계로 자기를 영적으로 세우는 훈련을 한다. 그다음 단계로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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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는 것을 배운다. 이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리더로서 어떻게 세상을 개혁할 것인지를 살피고 실천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특별히 울림코스는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필요한 신앙의 

실습과 세미나, 서약이 있다. 아울러 성경 암송 구절들과 꼭 읽어야 할 

신앙 서적이 제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울림코스 구성과 내용

태동 I 단계 (신앙의 기초) 

수양회•세미나: - / 실습: QT,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기 /

서약: -  

1. 모범적 신앙생활이란? 

2.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 

3. 성경, 경건의 시간 

4. 전도, 기도 

5. 교제, 후히 드리는 생활 

6. 교회란? 감리교란? 

7. 우리교회 비전

태동 II 단계 (기독교 교리와 신학)

수양회•세미나: - / 실습: 퀴즈 및 시험 / 서약: -  

1. 종교, 계시, 성경 

2. 신론: 하나님과 창조

3. 인간론: 하나님과 인간

4. 기독론

5. 구원론

6. 교회론

7. 종말론

반석 I 단계 (나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세미나: 치유수양회 / 실습: No Complaint 밴드, 2일 금식 / 

서약: 순결, 순종 서약 

1. 전인적 치유수양회 

2.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 제자의 삶의 필수 요건 

4. 큐티하는 방법

5. 귀납적 개인 성경연구

6. 기도 (기도란, 주기도문, 금식기도, 기도와 기질, 기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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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독인의 생활 (열매와 동행)

8. 순종

9. 시험의 영적원리

반석 II 단계 (교회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세미나: 은사발견수양회, 새가족섬김이학교 / 실습: 단기선교 

/ 서약: 헌신(교회에) 서약  

1. 교회와 선교

2. 예배

3. 십일조 생활 

4. 소그룹모임 (울림가족) 

5. 새가족 섬김

6. 교회와 지역사회 섬김 (평신도 자원봉사 및 팀사역)

7. 은사 활용 사역 (은사발견수양회)

8. 제직의 중요성과 역할

보냄 I 단계 (제자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세미나: 중보기도훈련 / 실습: 중보기도 6주, 치유 / 서약: 

세계선교 서약  

1. 영적 전쟁

2. 성령(능력) 사역

3. 중보기도

4. 재생산과정 I: 전도

5. 재생산과정 II: 양육

보냄 II 단계 (세상을 세우는 훈련) 

수양회•세미나: 리더수양회 / 실습: 매일 헌신선언문 고백, 

생활점검표 체크 / 서약: 사회 변혁 서약  

1. 성경적 리더십 

2. 리더의 영성 

3. 리더의 생활 

4. 리더의 비전 및 자기관리 

5. 리더 수양회

강원근 목사

뉴욕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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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뉴감 울림가족 다이어리 | 07

www.nypumc.net뉴욕감리교회

뉴감의 건강한 성장 전략
(예배, 소그룹, 훈련의 동시화)

 예   배 

영혼의…갈망해소

(영적)

 평신도팀사역 

(기능적)

 훈   련 

능력의…갈망해소
(의지적,지적)

 소그룹 
 (전인적) 

관계의…갈망해소
(정적)

리더십 성령의역사

깊은 말씀
(수요통맥,…금요울림)

열정적 중보기도
(새벽기도,…중보기도모임)

전도, 선교
지상사명…성취

사회봉사, 변혁
세상의…빛,…소금

말씀의 능력
(깊이…사역)

성령의 능력
(능력…사역)

중보기도팀 전도팀 새가족팀

뉴감의 영적훈련, 소그룹 한 눈에 보기

예배 

•주일예배 :  1부 (8:30, 한국어), 2부 (11:00, 한국어), 

EM (12:30, 영어)   

•수요예배 : 8:30

•금요찬양예배 : 8:30

기도

•새벽 기도 (월~토 오전 5:30)

•중보 기도 (토 오전 7:0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12:30

교회학교

•유아부 (Me & Mom, 주일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등부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고등부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금요일 오후 8:00)

•AWANA (초등부 대상, 금요일 오후 8:00)

•EM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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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제자화:
국제적인 모델
필리핀 마닐라 감독 주재지역

“연합감리교회 그리스도의 제자”(The United Methodist Church, 

Disciples of Christ)는 마닐라 지역에 있는 12개 연회, 28개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도/제자화 모델로서 담임목사와 

기타 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제자들이 전도와 제자화, 그리고 CARE 그룹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한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CARE 

그룹에 동참하도록 초청한다. 이 그룹에 참여하는 새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며,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 믿음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게 되고, 믿음의 힘과 용기를 얻으며 성장하게 된다. 그 

후에 모든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들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Evangelizing         

(일대일 전도, 이웃 초청 만찬, CARE 그룹, CARE 그룹 네트워크 

모임, 예배), Enfolding (주간 CARE 그룹 모임, 매일 경건의 시간, 

기도 파트너, 수련회 전 세미나, 수련회, 수련회 후 세미나, 제자반 

1), Equipping (제자반 2, 3, 4), Empowering (새로운 CARE 그룹 

리더를 세움, 제자반 5, 6).

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과 경건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샘플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간 CARE 그룹 모임, 

월별 CARE 그룹 네트워크 모임, 연합감리교회 Heartwarming 반과 

수련회, 새신자와 오래 믿은 신자(평가)를 위한 멤버십 교육반, 평신도 

사역/평신도 설교자 세미나 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아래를 참조하라.

UMCdiscipleship.org/UMCDOC

마구식 ‘존’ 모날로 목사

마닐라 감독 주재지역 연대사역 디렉터

필리핀 해외지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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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Why: How Great Leaders Inspire Everyone to Take 

Action. Simon Sinek, Portfolio, 2011

Building a Discipleship Culture, Mike Breen, 3dm Publishing, 

2014

Shift: Helping Congregations Back Into the Game of Effective 

Ministry. Phil Maynard. Self published, 2013

Membership to Discipleship: Growing Mature Disciples 

Who Make Disciples. Phil Maynard. Excellence in Ministry 

Coaching, 2016

A Disciple’s Path Daily Workbook: Deepening Your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the Church. James Harnish with 

Justin LaRosa. Abingdon Press, 2012.

Michael Jr., Know Your Why: www.youtube.com/

watch?v=LZe5y2D60YU

Simon Sinek, Start with Why: Ted Talk: www.ted.com/talks/

simon_sinek_how_great_leaders_inspire_action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들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제자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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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잘 알려진 주니어스 닷슨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총무이다. 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연합감리교회의 

국제적 총회기관의 하나인 제자사역부의 총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그 전에는 캔자스주 

위치타에 소재한 3,500명이 모이는 

성마가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여러 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E.C. Tyree 건강 

및 치과 클리닉은 매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닷슨 목사는 텍사스주 알링턴에 있는 

텍사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재학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남자 대학생의 모임인 Alpha-Phi-Alpha

의 회장을 역임했다.

닷슨 목사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남감리교대학교 

펄킨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Pacific School of Religion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96년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제네시스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해서 500

명이나 되는 교회로 크게 성장시키기도 했다.

닷슨 목사는 새롭고 창조적인 도전과 기회를 좋아하는 목사로서 

효과적인 목회는 리더들을 개발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전인적인 필요 

(몸, 마음, 영혼)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닷슨 목사의 창조적이며 독특한 목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사역은 산호세 Mercury News, 

샌프란시스코 Examiner, 새크라멘토 Bee, 위치타 Eagle, CBS 

라디오의 종교방송 등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위치타의 

ABC, NBC, CBS와 연결된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저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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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설교자요 연설가이기도 한 닷슨 목사는 네트워킹을 통해 

교회와 일반 사회에서 큰일을 효과 있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닷슨 목사는 서부 캔자스연회(지금은 Great Plains 

연회로 통합됨) 목사안수위원 회원으로 섬겼으며 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또 제자사역부 주관으로 새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을 훈련하는 Fitzgerald Program을 위해 사역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닷슨 목사는 제자사역부 이사회 교회개척국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또한, 위치타 Food Bank의 실행이사회, 

Children’s Home Board, W.G. Williams Community Foundation 

Board, Wichita Ministerial Alliance를 섬겼으며, 캔자스주 

주지사의 요청으로 세 번씩이나 선고위원회에서 활약했다.

닷슨 목사는 현재 테네시주 내슈빌에 거주하고 있으며, 크리스티나 

사모와 함께 웨슬리와 자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맺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제자화 
할 수 없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결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제자를 만드는 운동을 
통해서만 활기찬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운동은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를 향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본 교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을 #SeeAllThePeople로 초대합니다.

COM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