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
총회장 배광식

목사

할렐루야! 섬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에 참석
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106회 총회는 은혜로운동
행기도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외 163개 노회와 전국 14개 지역에
함께 하는 이번 기도 운동은 들불처럼 퍼져 기도운동과 교회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
는 시대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도
귀중하고 숭고한 사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총회전도정책포럼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몸부
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와 양육, 전도와 기도 불씨가 약해져 가는 이 때 다시 한 번 한국교회
의 위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점검하는 기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난
한국 교회의 100년 역사를 살펴 볼 때 항상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가 성
경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의 본질에 충실했던 때라는 점임을 명심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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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은“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
는제
목으로 열립니다. 교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승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
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전도정책포럼에 참여해 주신 강사분들은 전문가적인 식견과
수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제
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개혁신학과 성경의 근거 하에 교회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
금껏 지역 사회와 성도들의 유수한 성과를 이룬 실천적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며 개혁주의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
고, 그들만의 교회 브랜드를 통해 이미 검증받은 실제적인 노하우를 정
립하였습니다.
오늘의 혼탁한 교계에서 참되고 바람직한 교회론을 통해 전문적인 현
장 사역의 경험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
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전도 전략을 제시하여 본 교단의
위상을 한층 발돋움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을 위하여 좋은 강의와 원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장성교회 관계자들, 수고해주신 전도부 임원들과 교육전도국 실무
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격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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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사 |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야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

샬롬!
총회산하의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선상에 놓여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 경제적 충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 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추진, 기후변화 대응,
대규모 감염병 방역과 같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야 합니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변화와 현대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합니
다. 목회자들은 개혁신학과 성경에 근거한 교회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확
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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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을 찾고자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해를 재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가 신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면 교회도 사회의 변
화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도 시대에 뒤지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분
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관의 왜곡이 심한 오늘의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절실한
과업입니다.
이번 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
는 변화
하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각 교회만의 브랜드를 통해 실제적으
로 적용 가능한 생생하고 역동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론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 건전하고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정립하
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브랜드는 인간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
이 만드신 신적 기관임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전도정책포럼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총회전도부 임원, 관계
자들, 교육전도국 실무자들에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합
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19의 위기 가운데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106회 전도
부가 전국 교회와 함께 복음을 편만히 전파하는데 앞장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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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

시대에 필요한 전도의 지혜를 찾아보는 기회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

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19가 2년 동안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
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방역 시책에 따른 예배만이 이루어
지는 형국입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 양육, 교제의 기능이 마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힘
들고 지친 교단 산하 교회와 구성원들과 동행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때
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다면, 이
제는 세상을 위한 동반자로 변화하여 동행과 위로, 격려에 힘을 쏟는 공
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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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을 구체
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106회
기 총회전도정책포럼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한국교회 전도 정
책의 위기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를 선호하면 그 브랜드 제품을 소비할 뿐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사랑하
듯이, 전도하기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교회론에 입각한 브랜드 전도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의 지혜를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포럼의 순서를 맡은 전문 강사들은 그들만의 노하우와 실례를 가지고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믿을 만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때 전도도 자연
스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공감의 언어를 통해 참여자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번 전도정책포럼은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현장사역자들이 서로 동참
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회로 제공될 것입
니다. 서울 장성교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전도정책포
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전도정책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
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주신 총회전도부 임원과
관계자들, 총회교육전도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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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새로운 전도의 발판을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되길
총회전도부장 김학목

목사

106회기 전도부에서 전도정책포럼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전도정책포럼에 참석하시며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
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항간에는 전도의 시대는 끝
났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전도는 더욱 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
다. 즉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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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희생
도 각오하면서 여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요, 복
음 전파와 전도를 거부하면 화가 미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있는 신앙과 정신을 갖는다면 아마도 못할 일이 없을 것입
니다.
이번 전도정책포럼을 통해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도전과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전도의 발판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도입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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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사도신경
다같이
신앙고백 ........................................................................................

찬

송 .........................................................................................
다같이
499장

기

도 ............................................................. 전도부 총무 김재철 목사

김종일 목사
성경봉독 ..............................................................................
막 16:14-18
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부장 김학목 목사
교 ..................................................................

축

도 ............................................................. 전도부 회계 정창호 목사

찬송 |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2.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3.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4. 온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후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성경 | 마가복음 16:14-18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 개회예배 |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4~18)
전도부장 김학목 목사

[기조발제]

위드 코로나19 시대 총회전도정책
노재경 목사(교육전도국장)

기조발제

위드 코로나19 시대 총회전도정책
노재경 목사(교육전도국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교회도 말로 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필
요하다.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단, 이때까지의 전도정책 방향을 성찰
하고 지금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라이프 스타일’
의 변화에 맞추어 전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때까지 전도가‘와 보라!(come here!)’
는 전도였다면 이
제는‘가라!(go there)’
는 말씀을 따라 찾아가는 전도를 실시해야 할 때이다.

또 팬데믹 이전에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한‘초청잔치’등의 물량적 공
세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소그룹을 통한 일상‘생활전도’
로 정책을 전
환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례발굴과 방법 및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역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사명이다.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_ 17

I. 교회 안을 돌아보는 전도
- 떠나려고 하는 교인을 잡아야 한다.

1.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회복

2. 교회 안을 먼저 돌아보는 전도

3. 가정 돌봄 전도

4. 소그룹을 강화하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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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웃과 함께하는“어깨동무 전도”
-“와 보라”패러다임에서“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
이고 싶습니다”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말하는 전도

1. 섬김과 봉사 :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전도

2. 구제에 더욱 힘 써는 교회

3.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전도

4.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도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_ 19

III. 디지털 전도 : 땅 끝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라
1. SNS 활용 : 개인별 소그룹별 활용
감성적 터치

2. 유튜브 활용 : 찬양 등 기독교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질을 높혀라

3.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도 : 호기심 극대화

4. 총회증강전도지 활용

5. 교회는 디지털 전문가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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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고난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교회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살아
있음을 안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끊임없이“가라, 복음을 전하라!”
고 도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먼
저, 성도를 살리는 일이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 주변에는 팬데믹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마케도냐인의 절규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_ 21

[주제강의 1]

With Corona19 시대,
교회의 브랜드로 승부하라
- Edmund P. Clowney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김성욱 교수(Ph.D 총신대통합대학원장)

주제강의1

With Corona19 시대,
교회의 브랜드로 승부하라
- Edmund P. Clowney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김성욱 교수(Ph.D 총신대통합대학원장)

I. 서론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의 터널을 맞이하고 대응
하고 있다. 오늘의 개혁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고난의 시간에 직면하면
서 교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2000년의 교회역사 속에서
수 차례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오고 있다고 본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은 전염병이 퍼지는 환경속에서도 구제와 치료사
역에 헌신하였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에도 팬데믹상황을 직면하여 환
자들과 함께 섬기는 사역을 통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왔다.
1910년 에딘버러선교대회의“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
는 외침은 20세기에
세계선교를 위한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른 교
회관의 회복과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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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본다. David Watson은
20세기 구미교회들의 현실앞에서“기성교회의 낡은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
이 새롭게 하심보다는 전통과 조직을 의존하며 선교는 하지 않는다. 교회의
신조들, 영적 생활의 결핍은 스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1) 오늘날 유럽 교인들은“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Jesus! Yes!, Church! No!)고 주장하면서, 요한 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일으키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다시 포도주를 물로 바꿀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Edmund P. Clowney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
간이 세속 세상이 가장 곤고한 때.2) 오늘날 전 세계가 교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그 만큼 교회관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J. C.
Hoekendijk도“역사 속에서 교회론에 대한 예리한 관심은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퇴폐의 징조였다”
.3)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은 교회론에 대한 무지
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회 분쟁들 때문
에, 사회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높아가고, 심지어 교회 내의 성도

1) David Watson, I Believe in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9), 37.“The old order of
the established and organized church, relying on its structures and traditions instead of the
renewing of the Spirit of God, will not do. The formularies and creed of the church, devoid of
spiritual life, will never satisfy those who in their own different ways are searching for the
living God”
. cf. Dean M. Kelley,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A Study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2) Edmund P. Clowney, The Church, (Downers Grove: IVP, 1995), 16.
“The need of the secular world is greatest at the very points where its criticism of the church
is most intense”
.
3) J. C. Hoekendijk,“The Church in Missionary Thinking”
,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XLI, 1952, 325.:“In history a keen ecclesiolosical interest has, almost without
exception, been a sign of spiritual deca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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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를 자문할 때, 과연 우리 각자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현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참다운 교회관을 정립함
이 시급한 과제이다.
David Watson은 만일 우리가 성경에 제시된 온전한 교회관을 가진다면
“영적으로 생동감을 되찾게 되고 교회 역사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펼쳐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If the church can rediscover its God-given
identity, and become alive in spirituality, the most exhilarating part
of its history may lie ahead).4)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a new vision of
the church)을 가질 수 있는가는 오늘의 교회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도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론 연구는 현대교회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활성화하
고 혼란스러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연
구이다. 교회관의 왜곡이 심한 오늘의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절실한 과업이다. 왜냐하면 성경
만이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청사진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교훈은 항상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
로 목회의 본질에 충실했던 때라는 점이다.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도
시 중심에서 밤에 별을 잘 볼 수 없으며, 캄캄한 한 밤중에 더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
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기회가 될 수 잇다고 본다. 패트릭 존스턴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4) David Watson, I Believe in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9), 37-38.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_ 27

think) 진리를 되새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II.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학과 교회론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에 대한 연구로서, 선교학을 깊이 연
구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패
트릭 존스턴(Patrick Johnstone)은 그의 선교학 저서인『교회는 당신의 생
각보다 큽니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에서 교회의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교회의 선교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한다.“내가
왜 이런 제목을 택했는가? 이 책의 제목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
5)
라고 밝혔다 : 첫째로, 교회
다. 그 삼중적인 의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는 시간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may think in TIME). 둘째로, 교회는 크기 면에서 당신
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may
think in SIZE). 셋째로, 교회는 조직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 대 하 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may think in
STRUCTURE).6)
Paul Minear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96개의 형상
들(images)로 제시하면서, 참된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정체성 회복에 있음

5) Patrick Johnstone,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 (이
창규, 유병국역), (서울: WEC 출판부, 2004), 10.
6) Patrick Johnstone,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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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형상의 역할은 꿈과 비
전을 현실과 잘 연결시켜 준다(One function of a church image is to
satisfy a need to relate dream and vision to reality). 예를 들면 어리석
고 단조로운‘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슬
로건은 현재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본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스스로 교회 되려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교회의 참된 특
성들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We who stand within the church have
allowed its true character to become obscured).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를 향하신 계획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교회의 주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
인하며 욕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각 세대에 성경에서 교회의 형상을 사용하거나 재
사용하면서 형상은 교회의 참모습을 배우려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고 그렇
게 하면서도 교회는 참모습과는 다르게 되어갔다(In every generation the
use and re-use of the biblical images has been one path by which
the church has tried to learn what the church truly is, so that it
7)
could become what it is not).”

성경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지상교회가 가지
는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신적 탁월함을 소유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롬
10:15; 마 16:18; 신 4:6-8; 슥 8:23).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7) Paul, S. Minear,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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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적 기관
(Divinely Excellency)임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
여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야말로 이방인들조차 흠모하는 신적
인 기관으로서, 교회가 지상에서 가지는 그 아름다움을 증거한다(신 4:6-8).
사도 바울은 복음전도자의 필요성과 선교사의 파송을 위한 교회의 존재적
아름다움에 대해 힘있게 증거하였다:“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의 발이여”
(롬 10:14-15). 선교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열방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
성들을 향해 선교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슥 8:22-23):“많은 백성
과 강대한 나라들이 가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
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
라 하시니라.”

III. John Calvin의 개혁주의 교회론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천상적인 관점에서의 정
의는 지상과 천상의 조망에 대한 대비 곧,“보이는(visible) 교회”
와“보이지
않는(invisible) 교회”
로, 그리고 시간적 관점에서는“전투적(militant) 교
회”
와“승리적(triumphant) 교회”
로, 그리고 공간 내에서는“지역(local)교
회”
와“보편(universal)교회”
로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8)
8) E. Clowney, The Churcch.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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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그의“기독교강요”(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4권에서 그의 교회관을 제시하고 있다. 참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성도를 하나되게 한다고 설명한
다(The true Church with which as mother of all the godly we must
keep unity) 교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Eph.4:11) 교회를 성도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로 제시한다. 칼빈은 유형교회를 특별히 신자들의 어머니
로서의 분명한 위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The visible church as
mother of believers).9)
Calvin은 교회를“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와“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로 설명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외형적 계급적 교회
관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 교회관을 제시하였다.10) 특히 Calvin은 겘可視的

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V, Ch. 1, Ver.4:
"But because it is now our intention to discuss the visible church, let us learn even from the
simple title 'mother' how useful, indeed how necessary, it is that we should know her. For
there is no other way to enter into life unless this mother conceive us in her womb, give us
birth, nourish us at her breast, and lastly, unless she keep us under her care and guidance
until, putting off mortal flesh, we become like the angels [Matt.22:30]. Our weakness does
not allow us to be dismissed from her school until we have been pupils on our lives.
Furthermore, away from her bosom one cannot hope for any forgiveness of sins or any
salvation, as Isaiah [Isa.37:32] and Joel [Joel 2:32] testify. Ezekiel agrees with them when he
declares that those whom God rejects from heavenly life will not be enrolled among God's
people [Ezekiel 13:9]. On the other hand, those who turn to the cultivation of true godliness
are said to inscribe their names among the citizens of Jerusalem [cf. Isa.56:5; Ps. 87:6]. For
this reason, it is said in another psalm: 'Remember me, O Jehovah, with favor toward thy
people; visit me with salvation: that I may see the well-doing of thy chosen ones, that I may
rejoice in the joy of thy nation, that I may be glad with thine inheritance' [Ps. 106:4-5; Ps.
105:4]. By these words God's fatherly favor and the especial witness of spiritual life are
limited to his flock, so that it is always disastrous to leave the church."
10)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IV, I,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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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會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 주장하
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 교회의 속성을 제시하였다.11)
여기서 나타난 교회의 비가시성(非可視性)은 교회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분별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이유로 참 교회는 신자들
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기 때문이요, 이러한 연합을 주장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중생”
의 사역이나, 순수한“회
심”
,“참된 신앙”
,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영적인 교제는 자연인의 눈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Calvin은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란“그리스도안에 있는 한 하나님
을 예배할 것을 공언하며 세례에 의해 이 신앙에 가입되며, 성만찬에 참여함
으로서 교리와 자선에서의 자신들의 일치를 입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사역을 유지하는,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들이다”
.12) Westminster 신앙고백서에서도
가견교회13) 와 불가견교회14)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면을 지니는 것

1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4:1:7;
“Just as we must believe, therefore, that the former church, invisible to us, is visible to eyes
of God alone, so we are commanded to revere and keep communion with the latter, which is
called 'church' in respect to men”
, John T. McNeil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9), 1022.
12) John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Phil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9), Book
IV, Ch.1, Verse 9, 1023 : "The Church universal is the multitude gathered from all nations; it
is divided and dispersed in separate places, but agree on the one truth of divine doctrine, and
is bound together by the bond of the same religion. Under it are thus included individual
churches, disposed in towns and villages according to human need, so that each rightly has
the name and authority of the church. Individual men who, by their profession of religion,
are reckoned within such churches, even though they may actually be strangers to the
church, still in a sence belong to it until they have been rejected by public decision”
.
13) The Confession of Faith, Chap. XXV, Verse. 2:“The visible Church, which is also catholic or
universal under the Gospel (not confined to one nation, as before under the law), consists of
all those throughout the world that profess the true religion; and of their children; and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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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설명하였으며,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요 전투적인 교회
로, 현세교회는 거룩한 싸움에로의 의무가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싸움은 끝나며 전투
는 승리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무궁토록 통치함을 명문화하
고 있다.15)
이런 개혁주의 교회론의 관점에서 볼 때, Roman Catholic 교회가 주장
하는 교황을 교회의 정점으로 삼고, 로마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동
일시하여 그들만이 유일한 교회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임이 드러난다.16) 21
세기 교회의 존재에 대한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은 오히려 우리에
게 성경적 교회론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이 존경해야할 도덕적 고결성을 보여줄 수 있다(마
5:16). 이교세계에서 기독교의 의로운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을 묘사할 때,
사도 베드로는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
하고 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동시에 성경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
이다(빌2:16).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house and family of God, out of which there is no
ordinary possibility of salvation.”
14)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25장 1절.
“불가견적인 공동적 또는 보편적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여진, 모인, 모여질 선
택받은 자의 전체수로 구성되고 있으며 또한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배우자요 몸이요 충
만이다”
(The catholic or universal Church, which is invisible, consists of the whole number of
the elect, that have been, are, or shall be gathered into one, under Christ the Head thereof;
and is the spouse, the body, the fullness of Him that fillth all in all).
15) 무형적 교회란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 받아 택함 받은 자의 무리 또는 성도들의 영적 회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유형적 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무형교회와 유
형교회의 회원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참고: Louis Berkhof).
16) 로마 가톨릭교는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과 같은 고위 성직자와 함께 주로 사제들로 구성되고 있는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론은 이러한 외적
인 관념을 깨고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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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
Clowney)는 현대사회속에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잊고 살아가는 그
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선언
한다.“하나님의 성령은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정서적 안
녕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십자가의 아래에서 죄
인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때에 임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며, 또한 하나님
의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킨
17)
다.”

IV.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삼위일체론적 교회론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Clowney)의 개혁주의 교회론은 주로 삼위일
체적 관점에서 교회론을 조명한다. 클라우니는 이러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교회론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성경적인
교회론을 새롭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 접근이 제일 좋은 방법이
다. 계시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교제로 형성된 메시
18)
성경적 교회론으로,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야의 교회가 된다.”

17) Edumund P. Clowney, The Church. 61.
“The Spirit of God has a programme for providing the only mental and emotional wellness
that can endure the day of judgement. He gives the peace with God that comes with the
collapse of a sinner's self-esteem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he gives the peace of God, in
which the Spirit assures us that we are children of God in Christ”
.
18) Edmund P. Clowney, The Church, 29.“For a fresh look at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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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상세
하게 기술하였다.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먼저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안에서 부름 받은“하나님의 백성”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출19:6; 사43:20-21; 호1:6; 고전1:1-2; 엡2:19; 요1:12-13; 골
1:13; 벧전2:9). 곧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언
약백성들이며(고후6:16),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하나님

의 백성”
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중세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엄격한 계급
적 교직제도에 의해서 약화되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으나,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재발견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회론 정립에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교회의 근본이 계급이나 제도로서 존재하는
19)
는 사실이 강조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되었던 것이다.“하나님의 백성”
으로서의 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
하는 언약사상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교회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
나님의 백성의 존재방식으로 있었던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Charles Van Engen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
님의 언약적 배경을 알 때에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Church, a full Trinitarian approach serves best. In the history of revelation, the Old
Testament people of God become the church of the Messiah, formed as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19)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Baker, 1991), 105:“The peopleof-God concept was rediscovered by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given strong impetus by
the Radical Reformation of the Anabaptists. The essence of the Church was again understood
not as hierarchy and institution, but as people in community, through the perspective Martin
Luther brought to ecclesi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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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약속 받은 존재
요, 땅위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받은 백성임을 나타
낸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거룩
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로서 불려진 백성들이다(출19:5-6).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유요, 그의 애정의 대상으로
서 하나님께 속한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그의 소유된”백성(출19:5; 신7:6; 26:18; 시
135:4; 말3:17) 이라는 표현에서“소유”
라는 히브리어가“세귤라”
(Sekulla)
인데, 이 말의 어원은“보물상자”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로서 그들이 가지는 가치(VALUE)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임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주 소중한 사람들이며(시16:3),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교회라고 정의하
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Johaness Blauw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어떤 하나의 민
족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라고 주장했
다(The emphasis in the Old Testament never lies upon Israel as a
people, but only upon Israel as the People of God).20)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신 그의 백성들 한가운
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들이 교
회에 모임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20) J.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McGraw-Hill, 1963), 23-24:
“The constitutive element of Isreal is not a common descent (although the call of Abraham,
etc., is not wanting), but the act of having been called by Yahweh... In my opinion it is totally
unfruitful in referring to Israel to fasten the word 'people' or 'nation' on to her apart from her
belonging to Yahweh”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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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요, 그 총회이다. 예수께서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에클레시
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하나
님의 회중들의 모임임을 강조하셨다.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께
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는 곳이요,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
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분이 계신다(마
18:20; 마28:20). 우리가 여기 땅에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곳에서 모이기 때문이요, 이러한 주님의 참된 회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방식으로 가정교회로, 도시교회로, 보편교회로 땅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하였다(출33:16). 그들
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족속이었다(출19:6). Edmund Clowney는“하나
님의 임재가 우리를 그 분의 백성으로 만든다.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를 하나
님의 성전으로, 즉, 하나님의 택한 돌이신 그에게 연합되는 산 돌들로 만들
어진 성전으로 만든다(벧전2:4-6). 교회 그 자체가 성령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고전3:16)”
.21)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셨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모 면에서 그들
이 특별하였기 때문인가? 그렇지 아니하다.“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
21) Edmund P. Clowney, Church, 33:“The presence of God separated Israel from all the other
nations (Ex.33:16). They were a kingdom of priests, a holy nation (Ex.19:6)"; "God's presence
makes us his people; the presence of Jesus constitutes the church as his temple, built of
living stones, joined to him as God's elect Stone (1 Pet. 2:4-6). The church itself is a temple,
the house of God, sanctified by the presence of the Spirit (1 Cor. 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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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
에서 속량하셨나니”
(신7:7-8). 하나님이 이들에게 애착을 가진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
뻐하신 뜻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
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들은 전세계에 제사장으로서 하나
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섬기는 백성인 것이다.
최근에는 로마 교회의 교회관에서도 Vatican II (1962-1965)22)를 통하여
그들이 가졌던 엄격한 계급 구조적 교회관에다“하나님의 백성”
으로서의 교
회관을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교회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Vatican II challenged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body of Christ'
metaphor, and brought back the 'people of God' idiom).23)
사도 베드로는 벧전2:9에서 교회를“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으로 정의하고(cf. 출19:5-6; 사
43:21; 고후6:16),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22) Vatican II는 Vatican I (1869, 12, 8)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종교회의인데, 1962년
10월 9일부터 1965년 12월 8일까지 오랜 기간동안 열렸다. 학자들은 이 대회는 개신교 종교개혁이후 최
대의 영향력을 교회사에 남겼다 할 정도로 그 의의를 주장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주교들,
신부들이 참여해 엄청난 양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 대회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용들이 많았다. 이러한 모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배경에 대해서 남아공의 선교학자 David Bosch
는 20세기 중반기의 개신교(Protestant)의 선교적 확장으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의 선교지가 좁아짐에
따라 가톨릭 자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였다고 한다. 자신들의 인위적이고 엄격한 교회론을 수정하고
보완코자 그 나름대로의 개혁을 연구했던 것이다. 그들의 변화 중 하나는 그 동안 그들은 개신교
(Protestant)를“사탄의 아들들, 이단자들, 배교자들, 분리주의자들”
로 정하여 부르다가, 이제부터 개신
교를“그리스도안에 형제들”
로 고쳐 부르게 된 점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 Loraine Boettner는 캐
톨릭의 Vatican II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어떤 진정한 변화가 없는 정도라고 비평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성경의 권위를 낮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황의 무오설과 비성경적인 성모마리아숭배설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참고: Austin P. Flannery, Documents of Vatican II, (Grand
Rapids: Eerdmans, 1975), 15; Lo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 Phi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9,p. X).
23) Edmund P. Clowney, The Church,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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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24) 여기서 베드로는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갖는 사역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1991
년에 Fuller 신학교 선교학 교수 Charles Van Engen은 지역교회를“하나
님의 선교적 백성”
(God's Missionary People)이라 부르고, 지역교회가 가
지는 중요한 선교적 소명을 부각시켜 주었다.25) 현대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깨어서 본연의 소명
을 수행해야 한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신비한 통치를 회피할 수 없다. 우리가 세
계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그의 백성이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한다 (cf.롬12:3-5; 고전 12:27; 엡
1:23; 골1:18).“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1:23)“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하
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주님의 새로운 교회는 메시아로서 고백되어진 그리
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마16:18).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역사
를 완수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
원되었으며, 그의 메시아적 권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의 나라이다. 그
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의 주권을 확립
24) Seong - Uck Kim, A Missiological Study of the Laity from the Contemporary Protestant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61-90.
25) Charles Van Engen,『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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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은 교회의 법이 된다. 그의 계
시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다(히1:1).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
꿀 수 없다(갈1:8).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나타
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머리”
(κ
ε
φ
α
λ
η
)이심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대권을 나타내며,“제일 우선권 자”
(골1:15,17,18)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는 교회의 왕이시고 그에 의해서 총괄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기를 띄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통일성은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특
성으로, 모든 신자들이 회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의 통일성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며, 그리스도의 지체요, 회원이고, 그리스도의 영적 성전인데, 그가 그리스
도에게 의탁함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교회)안에서 증거 된다(고후
4:10).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그
들의 육체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감사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를 그의 몸 안에
서 통합하고 그의 몸은 교회를 위해서 의미를 가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서 성전들이며, 교회는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요1:14; 2:21; 고전
6:19; 고후6:16).“그리스도의 몸”
으로서의 교회의 의의는 교회의 연합을 강
조하는 표현으로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엡1:22-23; 골1:18).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
회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생명의 연합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연
합을 요구한다(요17:21). 성령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성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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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된다. 또한 이 표현은 몸이 가지는 유기적 특성처럼 교회가 가지는 유기
적인 모습을 설명하여 모든 신자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면서, 아울러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지체의식(肢體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
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모두가 주님
의 몸을 이루는데 있어서, 요긴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26)
이러한 성경적 진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활발한 참여와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교회의 지체들이
주 예수께 받은 서로 다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
우고 있다는 교훈이다 (고전12:24-25; 엡4:11-16).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
회는 각 지체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을 알
게 해주는 표현이다 (엡4:11-12).27)
이런 은사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위한 소명의 성
격을 가진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분의 은사들을 함께 나눈다. 성
령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뜻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
한다(빌2:1-2).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결코 분열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은사
들은 교회로 하여금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 하게 만들기 때문이

26) 고전12:12-27:“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
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
는 곳이면 냄새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 Seong-Uck Kim, A Missiological Study of the Laity from the Contemporary Protestant
Perspective, 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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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체적 일치성은 기능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고전12:12에“몸은 하나
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
하니라”
고 했으며, 고전12:4-6에서는“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
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 성령의 하나됨을 구한다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으로 함께 자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은사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
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개인의 사적
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경쟁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성
령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
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
사하라”
(벧전4:8-10).
21세기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현대 교회들은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목회자 중심적 사역이 아니라, 목회
자와 함께 교회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평신도의 다양한 사역을 돕는 경향
으로 교회목회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28)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
회의 모습은 오늘날 변화를 요청하는 한국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
다고 본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서로간의 참된 유대의식이 부족
한 형편인데, 이러한 성경적 교회모습은 참 교회관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공
28) Hendric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John
Stott, One People,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82); Paul Stevens, Liberating the Laity:
Equipping all the Saints for Minist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3); Seong-Uck
Kim, A Missiological Study of the Laity from Contemporary Protestant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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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하리라 본다.

3.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성경은 교회를 聖靈의 展(엡2:21-22; 고전3:16; 6:19)으로 표현했다.“너
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3:16)“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
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사도 바울은 엡2:21-22에서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주 예수 안에
서 성전”
이 되어가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집”
으로 함께 지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대로 살지 않
고 성령을 좇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후5:17), 성도는 누구나 성령으
로 채움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다. 곧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
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 존재의 독특함을 증거 한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서(롬8:2) 교회를 창설하셨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요14:17; 15:26; 요일
4:6) 교회를 인도한다. 성령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계시와 구원에 대
한 모두를 적용시킨다(고전2:10-12).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를 교회로 인치시는 성령
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Edmund Clowney는“교회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사라져 가는 기억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신 현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29) 이 시대에 온전한 사

29) Edumund P. Clowney, The Church.. 50:“The church does not live with a fading memory of
the presence of the Lord, but with the reality of his coming in the Spi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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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에게 참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고 본다. 성령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주인이다(요3:3-8). 이 새로운 생명 안에는 극단적인 것
들을 청소하는 중생의 힘이 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백성인 교회를 소
유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가운데 체재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계신 곳
은 살아있는 성전이다.“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분의 것으로 만드
시고 그 분은 우리의 것으로 만드신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각 개인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소유하신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 그 주님을 소유한다. 성령은 이러한 상호소유를 인치신다”
.30)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무엇보다 귀하기에 성경을 통한
분명한 이해가 절실하다. 성령의 역사를 비인격적인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과 봉사 속에서 역사 하시는 그 능력의 신비를 우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성
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교회를 소유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
도의 고난과 영광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께 연합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
재는 언약이며 또한 성취이다(고후1:22; 엡1:14). 왜냐하면 영광스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기 때문이
다.31)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교회 됨에 생명력을 가한다. 교회는 성
30) Edumund P. Clowney, The Church. 50; "In his Spirit, God comes to make us his and to
become ours. On the one hand, God possess his people, both individually and as a body. On
the other hand, God's people posses the Lord. The Spirit seals this mutual possession. The
Spirit is God's seal, claiming as his heritage those chosen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Eph.1:11). The Spirit is our seal, too. God gives his people a claim on him as their
inheritance, for the Spirit is a down-payment and a foretaste of the glory to come
(eph.1:13b-14)".
31) Edumund P. Clowney, The Church., 51:“In the Spirit the Father and the Son take
possession of the church. Nothing from God's past revelation is lost. Through the Spirit the
church is united to Christ in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and of the his glory. The
presence of the Spirit is therefore both promise and realization (2Cor. 1:22; Eph.1:14), for in
the Spirit of glory we now begin to taste the goodness of the Lord, the delight of eter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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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회중이다(The
church is the people of God and the assembly of Christ because it
is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고 성취하신다. 성령은 하나
님의 백성의 회원자격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말소시키지 않는다.
성령의 항구적인 임재가 교회의 성격을 결정한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에
거룩하다(고전6:19-20; 고후6:16-7:1)(The abiding presence of the
Spirit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it is holy). 나아가서 영속적인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준다.(The abiding presence of the
Spirit joins the church together into one). 주님의 거룩한 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다. 성령은 동일한 생명의 일체성으로
교회를 묶어준다. 또한 성령은 앞으로 임할 영광을 위하여 탄식하는 영으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롬8:18, 26). 성령은 그
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도 전투
하는 교회를 위하여 무장시키신다.(The Spirit girds the church militant
for struggle even as he carries us forward to the sure hope of
Christ's return).
각 신자의 몸과 교회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고전6:19; 3:16).(The body of
the individual believer and the body of the church are alik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에게 연합시키는 것이다. (The Spirit joins
us to Christ, and therefore to those who are Christ's). 바울은 교회는
성령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유일성(Unity)을 강조했다:“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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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엡4:23).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교직제도 안의 소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산 제사를 드리며, 교
회 형제들과 세상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그들의 모
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계1:5). 이러한 성령의 내주(內住)는 교회에게 높
은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바로 인식함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
의 모습을 갖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성령으
로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Edmund Clowney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맛을 보게 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
력을 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대적하고 고난을 견디며 주의 오심을 고
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32)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밖에는 궁극적으로 악
한 제국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 하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절
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며, 그분의 성령은 그 과정을 지배하여 그 결과를
내도록 하신다(빌1:6; 요10:28-29).33)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여 무목적의 세상에서 삶의 의의와 목적을 찾
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사역은 성령의 지
혜로 다스려져야 하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추구되고 성경에 흠뻑 젖은,

32)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6:“The Spirit is with us because we are in the last
days(Acts 2:17; 3:24; 1 Pet. 1:10-12). Christ has conquered Satan; he sends the Spirit from his
throne to finish on earth what he has completed in heaven. Along with taste of heaven, the
Spirit brings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so that we can resist the devil, endure
suffering, and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
33)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8:“There is abroad in the world a greater power than
that of the ultimate evil empire. History does move toward God's consummation, and his
Spirit controls the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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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악을 거부하는 지혜로 이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교회성장원리를 추구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
은 교회지도자들이 세속화의 길을 추구하고 급속한 교회성장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크기가 성령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슬픈 경험을
겪고서야 배울 것이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
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자원은 성령의 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34)
교회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선전하지만, 교회성장은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문제임
을 알아야 한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서, 우리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점을 기억하고 교회성장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
다. 만일 교회가 성결을 추구하지 않거나 계시된 주의 뜻에 주의하지 않는다
면, 더 큰 교회는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탑을 쌓을 뿐이
다.35) Michael S. Horton은 소위 미국의 Fuller 신학교 중심의 교회성장주
의에 대해서“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어떤 성공보다는 신실한 증거에 있으
며, 힘의 문제보다는 선포로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요, 방법
보다는 메시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현상적인 교회성장주의를 비판
했다.36) 결국 우리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위해 성령의 사역에 대한 확대된
34)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9:
“The great resource in the building of Christ's church
is the gift of his Spirit”
.
35)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9:“How can we best seek the Spirit's blessing in
receiving and using his gift? The answer to that central question is never a matter of
technique, but always of faith and prayer. Unless the church seeks holiness, unless it heeds
the revealed will of God and treasures Calvory above all else, greater size will only erect
towers for sounding brass and clashing cymbals”
.
36) Michael S. Horton, ed., Power Religion: The Selling out of the Evangelical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92), 15:“The goal of Christian mission is not success, but faithful
witness; not power, but proclamation; not technique, but truth; not method, but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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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5:18)는 말씀을 따라 신자로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징표인 명석함과 기쁨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니도록 성령 충만을 구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롬8:9). 그리스도
인으로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주어지는 성
령의 선물이요, 구속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서 주신 것이다(욜
이라는 비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령을 인격이 아닌
2:28-29).37)“충만”
액체나 세력으로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이 나
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될 때에 동반되는 능력과 복의 선물이
다.38)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충만과(엡4:10,13) 하나님의 충
만(엡3:19)에서 분리시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비인격체로
(impersonally)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자기 자신보다는 성부와
성자를 더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그리
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것이요, 구주와 그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
다(To be filled with the Spirit is to be filled with Christ, to know the
Saviour and his love).“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
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빌2:13).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롬5:5)(To be filled with
the Spirit is to know the love of God as the Spirit pours it out in our

37)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9:“It was the beginning of a new epoch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
38) Edmund P. Clowney, The Church.. 69:“What the filling of the Spirit describes is the gift of
power and blessing that accompanies the renewal of God's own pres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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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s).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
아서“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롬8:15-16)(To be filled
with the Spirit is to know the intimate communion with God that
enables us to cry,‘Abba, Father’
). 요약하면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
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엡5:18), 이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더욱 교회
되게 사랑하게 하고, 나아가 교회를“성령의 전”
으로 섬기게 하는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신자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제
시하였다(갈5:22-23).

V. 결론
지금까지 With 코로나시대에서 교회의 브랜드로 승부하라는 시대적 과제
에 대해 성경적 교회로서 개혁주의 교회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현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이며, 성경적 교회론의 정립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살펴보았다. 오늘의 혼탁한 교계에서 참된 교회
론을 견지해야 하는데, 곧 교회라는 브랜드는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만드신 신적 기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교회는 독특하고 신비하기까지
한 이유가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요3:3, 5),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론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
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성도는 서로에게 지체로서 유기적인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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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보여준다.
Charles Van Engen은 다음과 같이 교회에 대한 바른 성도의 고백을 설명
한다.“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
가 교통함을’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
고, 이 세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
39)
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속성으로서 교회의 하나된 통일성과 교
회의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성, 그리고 전세계에 펼쳐있는 교회의 보편성, 마
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임을 알게 된다. 오늘날 우리
는 세상속에서 이러한 교회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성경을 통해 재
강조함으로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상을 추구하여 진리의 등대요, 음부의 권
세를 대항하는 보루로서 교회의 건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
여야 한다.

39)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Church, 44:“The Church is uniquely the body of
Jesus Christ who is uniquely the God-man, at once divine and human, other-worldly and
this-worldly. It is not by accident but by design that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should b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should be at once a fallen, human institution, and a
perfect, divine organism. Only as we join the human and divine aspects of the Church's
nature in a unified perspective can we possibly arrive at a true understanding of the
Church's mission. Only as congregations intentionally live out their nature as the missionary
people of God will the Church begin to emerge to become in fact what it is by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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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의 2]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을 통한 지역사회 열린목회
장윤제 목사(청림교회)

주제강의 2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을
통한 지역사회 열린목회
(행2장42절-47절), (행6장1절-7절)

장윤제 목사(청림교회)

다음세대 주중교육과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필요중심적 관계전도 전략시스템을 구축하라!
“10평의 기적!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
문화센터, 교육센터, 복지센터, 상담센터의 모든 기능을
한번에 10평 규모의 작은 교회도 북카페 작은 도서관 통해 충분히 도전
가능한 혁신적 관계전도 시스템 제공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기둥에 의해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영적본질의 기둥과 교회의 대사회명령인 사회적 책
임수행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교회가 성장되었고 역동적으로 세상과 소통
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
을 것 입니다.
좀 더 펼쳐보면 초대교회는 주님의 부활사건과 성령임재로 인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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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일곱 집사를 안수하여 지역 내 고아와 과부
를 섬기는 구제사역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왕성한 교회로 일
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의 모습과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이 희망
이라고 외치고 전하지만 정작 세상과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소통과
나눔의 삶은 보이지 않은 말뿐인 복음으로 삶이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안
타깝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유지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가 이 시대에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닌 지역을 섬기며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로 지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서
작지만 강한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서관은
이 시대 교회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전도의 중요한 플랫폼 역활을 담
당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지역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전문가인재를 발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지역중심의 교회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현재 부흥하는 교회는 이 원리를 따
라 지역 속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고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함께 나누게 될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
은 10평이라는 작은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지역을 섬기는 초대교
회모습을 보여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건정성에 있어서 지
역중심적이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런 의미에서 공익성과 확작성,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56_ 제106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

설립은 너무나 시기적절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지향적인 목회 방향은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현 교회 환경 문제의 핵심은?
다음세대의 부정적 생태환경문제, 지역소통문제, 재정자립문제, 안티세력
과 이단에 의한 반 기독교적 사회 환경 조성으로 인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
지는 교회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제 교회
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고민해야한
다.
통계로 본 현재 미자립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재정난, 인물난, 프로
그램부재에 따른 한국 교회 70%가 상가 미자립교회로 임대료문제로 년간 2
천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후 갈곳이 없다.
전국 60%의 교회가 주일학교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인구 절벽과 사교
육증가와 공교육부실로 인한 교회 미래 생태계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이제 개
혁주의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는 지역문을 열고 현실 참여 방법으로 지역 필
요중심적 관계전도의 플랫폼으로 작은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문화의 근본적인문제는 주일문화이다.
이제 한국교회의 방향은 주중문화로 바뀌어야한다.
다음세대와 지역과 건강한 소통을 위하여 준비된 한국교회의 지역내 플랫
폼은 북카페 작은도서관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은도서
관은 지역사회열린학교로서의 가능성을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COSCommunity Ope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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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동과 방향은?
1. 다음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운동이다.
2. 지역을 섬기고 지역과 소통하는 사랑방운동이다.
3. 세대별, 지역별, 맞춤식 필요중심의 관계 전도운동이다
4. 교회의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법적근거는?
작은도서관 설립은 도서관법 제2조 4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18조1항, 20
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제4조, 5조에 의거하여 각 지역마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마을 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
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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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
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Law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시행일 2012.8.18]]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
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북카페 작은도서관의 기능?
-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역거점형 관계전도 플랫폼기능

1. 복합문화센터기능
- 지역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지역 소통 사랑방 역할을 전개
세대별 특화된 학습동아리 개설 (청소년, 주부, 노인, 다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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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학습센터 기능
- 다음 세대의 안전한 케어와 인성, 감성, 영성, 지성을 갖춘 다윗과 같
은 글로벌 4차원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해간다
다음세대 주중 방과후 교육팀 구성
3. 자원봉사센터기능
-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내 실추된 교회 위상 회복시켜간다
사랑나눔 사회봉사팀 구성으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
4. 바우처 상담센터 기능
- 지역내 부부, 아동, 노인 갈등 예방 및 조정 해소 및
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위한 바우처 심리상담지원팀 구성

■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영 순서는?
1. 자격 및 조건 갖추고 신청 (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바리스타1급자격)
2. 작은도서관 도서준비 (한글도서. 영어 원서)
3. 도서관설립신청서 제출 (10평, 도서1천권, 좌석6석이상)
4. 도서관등록증 교부 받아서 세무서 제출하여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5. 작은도서관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다.
6. 작은도서관 TF구성 및 운영자교육
1) 독서학교 및 독서논술교육
2) 방과후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자 코칭교육
3) 문화센터 운영자교육
4) 자원봉사캠프 교육
5) 도서관행정업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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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은도서관 성공사례 발굴 견학
7) 사회공헌프로그램 프로풔잘 사업제안서 작성법
7. 회원모집 홍보전략 수립

■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치는?
미자립교회는 도서관의 활성화로 변형교회- 회중교회- 공교회로 발전
1. 10평이상 공간확보 2. 도서천권 이상구비 3. 좌석 6석 이상
1) 도서관신청-도서관 등록증교부
2) 세무서에서 도서관등록증, 정관, 회의록,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3) 은행에서 도서관 고유번호증 제출해서 법인통장 만들면 완료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어도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프로그램지원과 강사
활동으로 인한 강사료 지원, 방과후 학교와 지역주민을 강좌개설시 무자격
자는 강의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격과 조건 없으면 자원봉사로 오래 유
지하기가 어렵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은 독서지
도사, 심리상담사, 바리스터 자격증으로저희 법인에서 무료수강으로 지원하
고 있다. 드림원격평생교육원www.kwccc.or.kr에서 지원하고 있다.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수 있도록 전액 무상
으로 지원한다.
작은도서관 설립은 거리제한이 없고, 개수제한이 없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설조건을 갖추면 현행법상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 10평공간, 도서1000
권, 좌석6석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1주일 안으로 실사 나와서
서고 열람면적, 도서목록, 화재 위험이 있는 (도서관법31조) 부엌공간,(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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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배식구 가림) 확인점검 후 승인을 내준다. 단 세금체납자와 금치산자. 무
허가건물인경우는 허가되지 않는다. 도서목록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관
공서에 제출할 필요없이 도서관 등록신청서와 도서관 시설명세서만 제출하
면 된다. 일주일내로 실사 후 도서관등록증을 받는다. 도서관 등록증 교부받
으면 도서관정관+대표자선출 회의록+2년이상 무상임대차 계약서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면 고유번호증 80, 82번 교부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준
비영리 단체 법인등록증이 나온다.
불허가 나와도 공무원과 다투지 말고 서면으로 불허이유를 요청하면 된
다. 불허가 나올 경우는 무허가, 재개발지역 또는 세금체납자인 경우에는 나
오지 않는다.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도서관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지 말고
지원비와 관련해 가급적 묻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가 늘어나서 신규
시설을 좋아 하지 않는다. 도서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이제 도서관법
인 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도서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기에 감사와
세무조사등을 받지 않고 운영 할 수 있다. 설치와 관련된 서류는 najajime
@hanmail.net 요청하시면 첨부파일로 제공하여 드린다. 010-3297-8240
장윤제목사

■ 북카페 작은도서관 법적, 경제적혜택
1. 연말정산을 통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20% 감면혜택
비영리민간단체 준 법인등록(고유번호증취득)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
여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혜택(손비처리)을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세 및 법
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소득세 100만원한도에서 30% 감면 법인
은 법인세율 한도 내에서 세금 30~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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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사업단체에 프뤄풔잘 참여 사업비지원
3. 년간 신규도서구입비지원(5-6백만원)
4. 월 회비를 받아서 재정자립형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5. 300세대 신규아파트 작은도서관 무상위탁운영- 임대료, 관리비, 냉,
난방비무료
신규아파트에 제안서 신청해서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설립할 수
있다. 2006년 주택건설기준법 제55조에 의거 300세대 신규아파트 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업체가 지역편의시설로 60평규모의 작은도서관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신축단지를 사전 조사하여 작은도서관운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현대, 롯데, LH공사 사회공헌팀에 신청하여 선정받
으면 5년무상으로 관리비 없이 냉,난방무료로 분기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지원받는다. (신천지, 통일교전략적 신청) -아파트 전도에 최고
의 방법6. 학습동아리 문화강좌 개설시 분기별 강사비지원
도서관설립시평생교육시설 자동등록으로 각종 문화강좌 개설 운영가능
7. 푸드뱅크 지원 - 어린이,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정등 특화된 회원을
구성하여야 받을 수 있다.
8. 노인대학 및 다문화 한글교실 운영 시 시청과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강사비지원
9. 도서관 CMS 후원계좌개설 모금
10. 마을공동체 우선 지정대상
1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인
증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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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전도와 지역소통 거점으로서의 북카페 작은도서관의
중요성
북카페 작은도서관은
- 지역 사회의 작은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북카페의 교회이름을 없애라/ 교회 이름의 북 카페는 거부감을 줌
-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라/
- 북카페는 징검다리이다.(커피교육, 도자기, 상담외의 교육장으로 활용)
- 어린이 독서습관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 개최(독서전문가 초청)

북 카페작은도서관 운영의 예
- 밀양초동교회 이용호 목사 7~8명의 미자립교회가 도서관사역으로 완
전자립
- 일산 백석의 커피마을
청소년 인터넷 상담/ 커피교육의 장/ 교회는 놀이방으로 활용/
- 하계동 림 카페는 도자기 공방으로 지역과 소통/

학부모와 접촉점 찾기
- 어린이 스스로 북 카페에 오지 않는다. 학부모와의 접촉점을 찾으라.
- 학교를 통한 방법:
(자율학습과목에 바리스타교육 있음/ 자율학습 시간 특히 바리스타
교육은 학부형도 동참 그들과 교제가능)
- 상담을 통한 접촉점 찾기(도형상담과 어린이 미술상담외 상담도구 활용)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장소(불럭 쌓기/ 악기활용과 연주교육)
- 인터넷을 활용한 자녀상담과 북 카페에서의 상담으로 ON/OFF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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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북 카페 활용방안
- 커피교육의 예: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커피무료교육 실시
(주중 하루나 이틀 정도 무료 커피 교육실시 이론, 로스팅, 커피머신
드립외 교육)
- 상담의 예: 도형상담 및 기타 상담자격증 취득 후 무료 상담실시
- 재능(도자기 외)기부의 장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갖고 있다
면 그 재능을 북 카페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나눔의 장으로 활용한다.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TF분과토의
○ 작은도서관 운영토론회

1.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
○ 교회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려 교회도서관을 설립하였다
○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교회도서관 설립 하였다
○ 교회로비공간을 도서관을 열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도서관이 거리가 멀리 있어서
○ 지역주민과 교회와의 다리역할을 통하여 전도로 연계하기
○ 방과후 학습(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의 방치됨을 막기 위하여)
○ 일반인 흡수하여 전도를 하고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 입시위주교육의 병폐를 독서문화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 교회도서관에 대한 견해와 현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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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관할구청과의 깊은 관계
○ 교회 안에서의 운영에 있어 공간 확보가 주요하다
○ 독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행하여 교회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며 도서별로 분류하며 학년별로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일반도서관은 거리도 멀고 들어 가는 것도 제한이 많은데 교회 도서
관은 접근이 쉽다
○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유익하다
○ 교회가 나누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 교회가 지역사회문화를 바꾸는 역활을 할수있다
○ 학교에서는 입시교육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어서
좋다
○ 학생들 성적향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전도열매를 거둘수 있기 때문
이다

2.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

(1) 운영인력확보(상근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의 필요성 ?
○ 보다 더 원할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함- 카페개설 및 활용, 자치
센터등 연계하여 파트타임으로 운영인력(봉사자원자) 확보
○ 다독상등 독서관련 시상식 - 독서지도를 통한 상담 및 치료
○ 독후감 양식의 다양화를 통한 독서 흥미유발
○ 중,고등학생인 경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차츰 변화된 모습으로
변함
○ 독서프로그램(글쓰기)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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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서관을 운영을 하므로 인 하여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
○ 교회주변 주민들을 초청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 한다
○ 교회 안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준비되어 있는 인적자원이 있다
○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상근자가 되고 그밖에 도울 사람은 자원
봉사자로 모집하면 된다
○ 상근자는 약간의 사례를 하고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한다
○ 만약 적정한 대상자가 없으면 교회 밖에서 찾아서 부탁 한다

(2) 신간서적 구입의 방법과 필요성 ?
○ 서점과 연결 하여 20% 할인해서 구입하기
○ 목회자 자신이 헌신하여 봉사하고 사역자 헌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책사서 읽고 기증하기운동
○ 누구나 다 새로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신간서적공동구매,
교회특별헌금을 통한 서적구입하기
○ 신간구입을 해야 도서관이 활성화 된다
○ 교회 예산에 반영하여 신간도서를 구입한다
○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이사제도를 둬서 그들이 도서구입에 협력 하게
한다
○ 책구입 바자회를 열어 신간도서구입자금으로 활용한다
○ 출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간서적을 기증을 요청한다.
○ 작은도서관 서적지원
해마다 시립, 국립도서관에서 연 7%의 서적이 의무적으로 교체되어 1
억여권의 도서가 소각 처리된다. 지역 내 국, 공립도서관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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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프로그램 운영과 방법: 도서열람 및 대출, 독서왕 선발대회, 어
린이 독서캠프, 어린이독서지도(논술지도), 어린이청소년, 성인영어교
실, 문화교실 (종이접기, 미술, 공예등)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한글교
실, 이야기발표회, 독후감쓰기등.
○ 독서캠프운영함- 50일간(기도,책읽기,운동)
○ 평상시 1주일에 1권의 책읽기 (읽고 적용하기)
○ 영화상영-에니메이션등등
○ 북카페운영하기
○ 생활에 접목시킬수 있는 부분 (부부관계, 자녀교육, 자녀인성등)들을
통해 주민들과 어우러짐과 지역아동들에게 장학금 제도 만들기등
○ 책을 좋아하는 성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음악(클래식)과 함께 겸해서 독서프로그램에 포함한다
○ 교회도서관이 법적인 관계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 자기 교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도입
○ 책읽고 빌표하기 - 웅변대회
○ 책내용을 그림으로 연경시키기
○ 인적 자윈이 필요하다 - 해당자 지원 사회 자치단체 도움요청
○ 저자와의 만남 -사인회도 적절함

■ 북카페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사회열린학교 (COS-Community Open School) 개설
1. 독서학교-독서지도, 토론, 인문학강의, 책만들기
2. 다문화한글교실-이주민노동자센터, 다문회가정, 이주민노동자 한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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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내 아이맘 행복나눔학교
- 유아 및 초등생 부모교육, 공동육아, 유아교육정보, 방과후 홈스쿨링
4. 방과후 창의놀이학교
- 레고블럭, 보드게임, 드론, 3D프린트, 창의영재학교
5. 문화체험학교
- 마을축제체험 역사박물관. 문화유적, 숲체험, 마을여행, 오케스트라
동우회 악기교육
6. 힐링주부노래학교 - 주부가요
7. 생태환경보존 - 푸른숲학교
8. 부부,아동,노인 상담학교 - 지역내 갈등 예방및 조정 해소
9. 농.어촌 귀농마을학교
10. 노인실버 학교 - 월빙, 월다잉, 노인경제, 건강교육, 치매, 건강댄스
11. 방과후 대안학교
- 티칭이 아닌 코친으로 자기주도학습운영, 진로적성, 인성, 논술, 영
어리딩클럽, 속독, 온라인학습코칭, 코딩, 스토리수학 등

■ 교회도서관 주변 환경과 독서인구의 필요성
○ 지역적인 전문서적을 사전 조사및 실시함
○ 프로그램 실시전 외적요소- 지역문화 연계성 내적요소- 시설갖춤
○ 연령층에 따른 프로그램과 동기부여
○ 책읽고 토론하기와 시상 -스티커 발부
○ 책읽는 사람집에 문패에 독서왕 문패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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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운영 예산확보방법과 기타운영방법
○ 초기도서마련-지인, 성도, 지역 사회도서관에 부탁하여 서적 기증받
기운동전개
○ 교회헌금을 통한 예산확보(카페운영을 등을 통해)
○ 성도들에게 도서구입비 헌금 및 도서 선교비 후원
○ 교회재정 ○운영위원 이사 후원금 ○ 회원제 회비 ○운영바자회 ○간
식제공
○ 일반인들을 포함한 CMS후원계좌개설을 통한 후원금 모금
○ 사회복지단체 공모사업에 프로풔잘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기금마련

■ 작은도서관과 관계전도의 연결과 필요성
○ 교회가 우선적으로 자녀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을 실천함으로써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여 전도로 연결 할 수 있으며 불신자에게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다.
○ 어린이, 학생 들 책과 장연 책을 다량구입이 중요
○ 학생들을 책을 읽게끔 해서 장년으로 성장 하도록 한다.
○ 독서의 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도의 결실로 연결 한다
○ 유명 인사들을 소개해서 부모의 의식을 고취한다.
○ 부모초청 시화전 - 갤러리
○ 부모초청 동화 구연 대회
○ 부모초청 자녀성적 향상 강좌
○ 주부 컴퓨터 교실
○ 오케스트라 동우회 연주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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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교실
○ 문화교실
○ 영화상영

■ 기타토의 내용
○ 네트워크
○ 온라인 연결
○ 카페개설과 연결
○ 도서관 잘운영하는곳 탐방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안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lip.go.kr 자료관리
시스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수가 있습니다.도서등록시
서적명,저자,출판사,가격,출판년도등 입력하시고 위치선정시에 책꽂
이 위치를 잘 선정하여 입력하도록 합니다.

■ 북카페 작은도서관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
1) 다양한 관계전도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
2) 다음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글로벌인재로 세우는 역활기대
3)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소통의 장으로서 역활기대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무상교육 섬기의 장으로서의 역활기대
5) 교회 내 관계전도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일꾼양성의 역활기대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교육 중심의 장으로서의 역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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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카페 작은도서관 초기 성공전략 포인트
1. 시장 수요조사
2. 지역내 홍보전략
(온라인 맘카페 가입필수, 중고도서, 의류, 장난감 수거후 알뜰시장
및 바자회개설,각종 도서관내 학습동아리 운영시 회원가입신청의무
로 회원확보. 도서관내 학습동아리 활성화. 각종 사회단체 프로풔잘
사업참여, 지역주민 자녀 레고블럭방, 보드방등 놀이시설제공, 주부
가요교실 운영, 가정심리상담소 운영, 바우처 사업참여, 오케스트라
동오회운영)
3. 도서관실무행정능력배양,
프로풔잘 사업 공모에필요한 행정능력필수교육
4. 코칭교사능력배양
5. 성공사례 벤치마킹
6. 재정수익형사업 참여
7.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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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3]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 브랜드로 승부하라’
- 전도축제를 통한 교회 성장과 새가족 정착
김진우 목사(청라은혜교회)

주제강의 3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 브랜드로 승부하라’
- 전도축제를 통한 교회 성장과 새가족 정착

김진우 목사(청라은혜교회)

Ⅰ. 서론
1. 꿈, 비전, 복음
꿈, 어릴 적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목사가 되어야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
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 목사라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흔
히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딱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뛰게 하는, 숨쉬게 하는 그 꿈, 비전이라 불러도 좋고, 목회철학이라
불러도 좋을, 그게 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아니 이보다 더 힘
든 때가 온다해도 목회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그것 말입니다.

청라은혜교회 부임한지 5년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질을 본질되게 할
때, 어디를 가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축제에 초대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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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마친 후에도 그 자리에서 계
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은 저
의 꿈이자 사역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2. 청라은혜교회, 그리고 전도축제
청라은혜교회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청라지구가 개
발된 지 10여년이 되었는데, 교회도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라는
푸른 보석이란 뜻으로, 호수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꽤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20분의 거리이며,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30-40대의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라은혜교회, 5년 전 200여명의 성도들이 지금은 700여명으로 성장하였
습니다. 성장의 원인은‘전도’
에 있습니다. 한성교회에서 도원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복음의 본질을 배워, 전도축제를 매년마다 이곳에서 실시하였
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힘겨웠던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과연 청라에서도 전도축제가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태신자 작정부터, 진군식, 태신자를 섬기는 관계 맺기를 주차별로
실시하고, 특별새벽기도회와 전교인 노방전도 등 메뉴얼대로 실시하였습니
다.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잘 따라주었고, 그 결과 매해 200명이 넘는 등록
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도축제 방문자와 매년 교회 등록자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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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방문

등록

비고

2017

780

332

봄,가을

2018

919

265

봄,가을

2019

611

228

봄

2020

412

66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정축제로 전환

2021

647

119(현재)

봄

*청라은혜교회 전도축제 방문자 및 매년 교회 등록자 도표

3. 전도축제를 통한 변화
전도축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본질에 집중합니다.
전도축제는 D-day를 정하고 태신자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당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온 교회가 집중하여 영혼을 품고
엎드려야만 결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질
적인 사명,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
기 시작할 때, 따라오는 간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
디옥 교회가 다양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복음으로 하나되고 연결된 것처럼,
복음에 충실할 때 군살이 빠지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무엇보
다 목회자로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교회의 체질이 바뀝니다.
차세대, 청년, 교구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로 묶여지니, 성도들의 체질이
바뀌고 나아가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목장의 목자는, 자신도
힘겨운 일이 많은데, 들어오는 새가족을 섬기다보니, 자신의 문제는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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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없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더욱 자라고
변화되는 간증이 기존 성도들에게 넘쳐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참
여를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곳곳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
구, 직장동료가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마음 문이 열리
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청라은혜교회는 주차장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사택 등의 구입을 위해 은행의 부채도 상당수 있
지만,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도 교회 재정이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헌금은 더 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
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미 채워주
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간증이나 고백 속에 나도 저런 채워주
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 놀라울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에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Ⅱ. 본론
1. 전도축제 프로세스
1) 진군식
전도축제는 매년 5월에 열립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5월일까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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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교회의 성장과 힘이 3월에
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5월에 이르
러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
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특히 봄놀
이, 꽃놀이)와 모임 등으로 교회 출석을
등한시 하게 되며 교회의 성장과 힘은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축제는 매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교
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장케하는 축
* 2021년 5월에 전도축제 전체 일정

제의 장입니다. 축제는 5월에 열리지만
축제를 알리는 첫 시작은 3월 진군식을

시작으로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진군식은 온 교회가 영혼구령에 동원되는
예수님의 군대 소집령과 같습니다. 교구별로 그 해의 전도축제에 맞는 각종
퍼포먼스, 발표회를 통해 전도에 한 마음이 되는 시작을 알립니다. 이에, 3
월이 오면 실제적인 축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2) 태신자 작정
진군식이 끝난 다음 주일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복
음전파에 있어서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친구가 친구를, 이웃
이 이웃을, 직장동료가 직장동료를 전도함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관계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관계망에 내가 품을 영혼
들을 5명씩 적어서 제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설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지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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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태신자 작정주일에 그동안 했던 본문과 제목 리스트입니다.
본문

제목

눅 10:25-37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롬 13:8-10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때

막 4:1-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눅 15:11-32

아버지가 달려오다

행 6:1-15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3) 태신자 관계맺기
태신자 관계맺기는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5월 축제에 모셔오기 위한 매
주 행동 지침서를 말합니다. 5주 ~ 8주로 교회의 사정에 맞게 준비하여 매
주 매주 태신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2021
년 5월에 실시한 전도 축제의 관계맺기 이미지입니다. 책자로 만들어 성도
들에게 배부하여 매주 실행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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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릴레이 금식기도회
릴레이 금식기도회는 축제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
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정해진 기도제목에 따라 강력한 기도로 영적전쟁과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전교인 노방전도
전교인 노방전도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교구별로 구역을 정하여
교회와 축제를 알리는 전도지를 준비하여 교구별로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
으며 또는 전교인이 한 지점에 모여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6) 교구별 특별 기도회
교구별 특별 기도회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함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교구별로 요일을 정해서 교구 식
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7)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의 형편에 맞게 3주 혹은 2주 혹은 1주로
정하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축제 때 나타
나도록 기도합니다.

8) 축제 당일
축제 당일은 잘 준비되어진 잔치집처럼 오실 새가족들을 잘 맞이해야 합
니다. 사람들의 동선(방문카드, 선물, 본당입장, 퇴장, 교제)을 생각하여 필
요한 봉사자와 물건을 세팅하도록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날 방문한 모
든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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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 주 등록 예상자를 구분하여 냅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방문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문자를 남깁니다. 단체 문자가 아닌 방문자 이름
을 넣어서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9) 교회 등록
각 교구별 등록 예상자 심방은 월요일에 전화하여 파악한 등록 예상자를
전도자와 함께 미리 심방하여 다가오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등록할 것
을 권면하도록 합니다.

각 교구
1차

각 교구별

→

등록주일

등록자
심방

→

2차
등록주일

■ 축제의 성공여부는 교역자들의 물밑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공한다
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진군식에서부터 교역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
는 교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참석을 독려하여야 하며, 태
신자 작정 전에 전화를 하여 미리 태신자 몇 명을 작정할 것인지를 독려하
며, 태신자 관계맺기를 시작하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여 태신
자 관계맺기 점검표를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안 되면 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특히 축제 바로 직전 주에는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축제 때 올 사람들을 예배별로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인지를 파악하는
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물밑 작업이 없이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 전도축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통해, 쌓여가는 은혜와 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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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전도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에는 11월, 가정에서 전도축제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00여명의 출석 성도 중, 554명(80%)이 태신자를 작정했으며, 태신자 작정
수는 1,495명이었습니다. 당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품은 태신자를 초대하여, 412명의 방문자가 각 가정
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축제를 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힘겨울 때 드려진 전도축제였기 때문입니
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청라은혜교회 2020 가정축제】

▶ 가정으로 태신자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여 온
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

▶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함.

▶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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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축제를 마치고,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11월 행복한 사람들의 가정 축제에 오랜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저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초대하려는 때에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
문은 절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길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시면서 잠시 잠깐씩은 면회가 감사하게도 되었습니다. 교구권사님
께 말씀을 드려 바쁘신 와중에 계신 담임목사님께 영접 기도문을 부탁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듣는 순간 믿음이 약한 저 또한
감사와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이 영접 기도문을
들고 병원에 급하게 가서 가족도, 사람도 몰라보시고 당신 몸하나 움
직이시지 못하는 아버님 귀에 대고 남편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아버지 꼭 천국 가셔야돼요. 천국 가셔요”
라고 말하는 순간
움직이지 못하지는 몸이 잠시 움직이시면서 눈을 마주치고 남편도 마
음 아파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주 후 12월 3일 아침, 아
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12월 5일 발인을 하며 아버님을 모실 청주에 위치한 산에 올라가는
데,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은 먹구름이 많이 끼고, 어두컴컴한 길을 걸
어가면서 저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저희 아버님 천국 가셔야 하는데 천국에만 가게 해주
세요..’하지만 시어머님의 권유로 아버님의 장례는 계속 유교로 치러
지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 아버님을 매장을 하려고 내려놓는 순간
46년을 한번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양쪽에서 마귀가 서로가 아버님을 데려가려고 싸우
는 장면을 보는 순간 혼자 울며‘우리 아버님 지옥 가셨구나’
하고 뒤
돌아 다시 눈을 감는 순간 아주 멀리서 십자가의 빛이 눈이 부셔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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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정도로 환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
다. 천국으로 우리 아버님 데려가셨네요..’순간 1차선 도로 정도 되
는 길과 양쪽 벽에 새하얀 국화 꽃길을 쫙 보여주시면서 눈을 떴을
때, 그 캄캄하고 어둑한 하늘을 새파란 가을 하늘처럼 바꿔주시고, 첫
눈을 내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버님이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을 하나
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님 생신 전에 꿈에서
아버님께서 새하얀 옷을 입으시고 뒷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시는 모습을 보고 시댁에 가서 이 꿈과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교로 아버님 생신을 지내려고 했던 것을 기도와 예배로 우리 시댁을
구원시켜드리며 정말 생생한 천국 잔치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천국
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
지 매일매일 저의 아기같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고난이 찾아오고,
육신이 힘들어 감사 기도로 바꾸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항까지
하며‘왜 하필 저에요’라고 울며불며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사랑하는 저를 안아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님은 가셔서 우리 가족은
마음은 아프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아버님을 인도해주시고 우리
시댁 가족을 구원시켜주시며 천국 소망을 저와 시댁 가족에게 알게 해
주신 은혜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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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도축제 후 새가족 정착
1) 심방
축제 후 방문자의 교회 정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심방입니
다. 1주 안에 전화 심방을 실시합니다. 전화 심방시, 먼저 전도자들을 대상
으로 방문자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후, 담임목사의
심방을 요청하는 가정마다 담임목사, 교구목사, 소그룹 목자와 함께 심방을
실시합니다. 심방 전, 그 가정의 기도제목을 파악하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2) 선교
5월 전도축제 이후, 7,8월 국내외 선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축제에 등
록한 분들 외에도 새가족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선교에 함께함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양육과 봉사의 마지막
단계로 다루기도 했지만, 청라은혜교회는 선교를 교회에 등록한 신자 모두
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는데, 매년 100여명이 동
계, 하계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3) 양육 훈련
등록한 성도들이 반드시 새가족반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회 봉사, 직분수
여의 기본으로 양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제자 훈련
반, 사모는 신구약 일독학교, 시무장로는 확신반 훈련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
니다. 평신도를 전문 양육자로 더 세워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훈련 중에 있습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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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은혜교회 양육프로그램】
본문
새가족반(4주)
확신반(5주)

제목
-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한 기본 과정
- 과정 : 매주 일대일 교육, 한달에 한번 집중교육
-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
- 과정 : 매주 소그룹 교육, 성경 암송과 삶의 적용
- 각 사람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반(15주)

말씀으로 자라가는 과정
- 과정 : 매주 소그룹 교육, 성경 암송과 삶의 적용, 신앙서적 읽기
-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 사역을 통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반(1년)

리더를 세우기 위한 과정
- 과정 : 매주 소그룹 교육, 말씀과 기도, 교리, 삶의 묵상 및 나눔
- 지상 교회 명령인 영혼구원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몸에 익혀

전도폭발훈련(8주)

현장에서 힘있게 사역하는 훈련
- 과정 : 매주 소그룹 교육, 복음 제시 전문 익히기, 관계 및 현장 전도
- 성경을 역사순, 시간순으로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이해와 흐름을

신구약일독학교(13주)

알아가는 과정
- 과정 : 매주 소그룹 교육, 성경 이해하기, 성경 통독

4) 남전도회 활성화
청라은혜교회는 남성모임이 활발합니다. 남전도회로 구성된 남성 그룹이
경조사, 스포츠 동호회, 심방사역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남성성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5) 예배
예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이자 새가족 정착의 핵심요소입니다. 매주 토요
일 예배 기획과 피드백, 준비를 가집니다. 금요성령집회에는 성도들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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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취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때에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수원, 부산 등지의 새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Ⅲ. 결론
한국 교회의 생태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한국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대를 선교지로 본다면, 사역자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
운 전망이 많지만, 교회는 힘겨운 시대를 복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하나님께
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고, 저는 수석 목사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깨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
문입니다. 2022년도, 목회의 일정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계에 선교지에 가
고, 5월에 전도축제를 열고, 여름에 선교지에 또 가고, 가을과 겨울에 양육
하고.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복음은 본질이기에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전도축제를 알리는 진군식 퍼포먼스에서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
물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서도 길은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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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리더십
박윤성 목사(기쁨의교회)

주제강의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리더십
박윤성 목사(익산기쁨의 교회)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더욱 정의로워야 한다

왜 공정을 이야기하는가
공정과 정의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
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금수저가 되는 사람
들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어 좋은 자동차를 타는 청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누구는 공시생으로 힘들게 공부하여 겨우 원하는 직장
을 얻는데, 누구는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엄마의 정보력으로 잘 나가는 사람
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상대적 소
외감이 존재한다.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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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정의로운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시대에 교회는 정의로운가? 코로나19(COVID19)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이다.‘또 교회야? 아직도
교회 나가고 있니?’젊은이들이 냉소하며 하는 말들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
기가 아닌가? 비록 교회의 실수로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다.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위키백과는“정의(正義, Justice)란 사
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
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라고 말한다. 그
래서 사회의 정의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는 필
요불가결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이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
라고 말씀한다.“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
냐”
(미 6:8)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 그의 백성들에게도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서의 정의는 윤리적, 법정적 정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한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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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 10:17, 18)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시라.”
(시 68:5)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정의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것이 정의이다. 이런 것이라면 우
리 교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
도 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왔다. 우리 교회와 우리만의 리
그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인 기득권 단체인 것
처럼 보게 된 것이다.

2.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라
-사회에 관심 갖는 리더

세상은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렇다.
교인들의 부조리한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불공정하며 부정직한 모습 때문
이기도 하다. 그래서“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천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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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
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라도 잘 살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
하고 있다.

한국 초대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정결해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은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모습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를 통해 교회는 정결
해졌다. 교회가 정결해지니 사회도 정결해졌다. 도시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
였다. 도시 전체가 금식하였다. 상점 문을 닫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걷잡
을 수 없는 회개의 역사로 도시에 도둑이 사라졌다. 음란이 사라지고, 성령
의 도시가 되었다. 교회가 변하니 세상이 놀라고 변했던 것이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놀란다
교회가 정결해지니 세상이 놀라고 기대했던 사건들은 세계 곳곳에서도 일
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놀라게 된다.

콜롬비아 바예델카우카 주(州)의 주도(州都)인“칼리”
의 부흥도 보고 되었
다. 인구 207만의 도시 전체가 회개했다. 모든 교회가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밤을 세워 회개하며 기도했다. 마약이 떠나갔다. 조직폭력배가 사라졌다고
한다. 살인이 떠나간 것이다. 교회가 변하니 세상이 변한 것이다.

캐나다 쾌백지구의 해변 한 마을에 성령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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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몰려왔다고 한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한
다. 자그마치 8-10만 달러 가량의 음란물, 불법 시디, 락 음악 시디를 불태
웠다고 한다. 마을 전체에 거룩의 영이 임하였다.

최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부흥이 있었다. 1999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
해 우간다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 당시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했다. 또 대
량 학살 등으로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
스도인들이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밤낮으로 기도
하였다. 깊은 신음의 기도를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눈에 보일 정도의 하나
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났다. 예배와 기도를 위해 집회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
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
다. 이 기도 운동 후 놀랍게도 에이즈가 치료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이 고쳐진 것이다. 복음이 정부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372명의 에이즈 환자가 순식간에
나았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변한 교회만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세상은 그런 교회에
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런 사건을 부흥이라고 하며 소망이라고 한다. 부
흥이 일어나면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란 소망이 생긴다.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는 교회-“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기대한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기대 이상이
란 결과가 나온다. 기대보다 넘치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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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이 그 좋은 모델을 보여 주셨다. 빈 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
던 무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팠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고 장소는 빈들이었다. 제자들은 어쩔줄 몰랐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
씀하셨다.“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
14:16) 교회가 세상을 위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다. 비록 작은 아이의 도
시락이었지만 역사가 일어났다.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5천 배,
아니 1만 배 이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
회가 교회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중, 기도 응답을 받으
셨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눈이 동그래졌다. 목사님의 응답은 이러한 것이었
다.“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 건축 비용에 대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요, 다른 하나는 슬픈 소식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알
려 드립니다. 기쁜 소식은 건축 비용은 모두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은 그 돈이 모두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입니다.”교회가 교회의
것을 내어놓으면 일은 시작된다. 교회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여 자기의 것
을 내놓으면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은“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자기의 것을 주기 시작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5천 배, 1만 배의 기적을 보여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보다 더 큰 것이
라고 말한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기대보다 더 큰 것을 받으면 세상은 감동한다. 감동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열리면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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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라
본인이 섬기는 기쁨의 교회는 초대형교회도 아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
도 아니다. 중소도시에 있다. 예배당 건축 이후 아직도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는 교회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는 교회이다. 눈에 띄
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도 아니다. 자랑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소소하게, 한결같이 섬기는 교회이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약자를 섬
기기 위해 고민하는 교회이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교회”
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3천 개의 사랑방
을 만들고, 3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3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갖
고 있다. 목회철학과 꿈은 사역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그 꿈을
실천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다.

사회적 약자를 품을 때 일어나는 일
월터 브루그만은“결국 핵심은 내러티브에 있다. 제국의 신들이 합법화한
착취, 상품화, 폭력 이데올로기의 내러티브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
엘 전통 가운데 계신 분, 곧 해방과 언약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현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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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위해 성실히 만들어 나가는 내러티브에 참여할 것인가?”
를 택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축
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했던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
었다. 믿음이 출중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가 대단했다. 이제는 수평적 관
계인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해야 할 때이다. 브루그만은 이웃을 향한 신실
함을 표현하기 위해“관계성(relationality)”
을 강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 은혜,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두 마디로 잘
정리해 주셨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바울도 레위기 19:18
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다.“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 5:14)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본다. 교회의 신
뢰도가 참 많이 떨어졌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다시 영광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기쁨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 오고 있다. 작은 일들이지만, 함께 나눔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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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하우스- 미혼모 시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시
는 분이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으시
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한 마디로“환대의 통치”
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
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
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6, 7)

기쁨의 교회는 2020년, 코로나19가 한참 기세를 부릴 때, 미혼모 시설을
완공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익산시가 주관이 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교회는
200여 평의 땅을 기부하였으며, 건축비의 30%를 감당하였다. 건평 150평
으로 총 8가정이 생활할 수 있다. 기쁨의 하우스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의 정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상을 꿈꾸게 한다.”

이 시설은 출산 전부터 입소가 가능하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년 동안 이곳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15명 정도이다. 저출산 시대에 귀한 생명이 출생한 것이다.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절반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양이 된다. 요즈음은 여아선호 사상
이 많아 출생한 여아들은 대부분 입양이 된다. 하지만, 남아들과 양육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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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엄마들은 이 시설에 1년을 기거할 수 있다. 출산과 치료, 그리고 양육
비의 모든 것은 정부와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의식주는 국가에서 책임져준
다. 하지만, 출산 비용과 치료비용은 교회와 후원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공공시설이므로 직접 선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쁨의 하우스 직원 대
부분은 신앙인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기에 간접적인
전도가 가능한 곳이다. 또한, 원하는 사람은 주일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한다. 어느 엄마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 가정이
얼마 후에 시설을 나가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을 하겠다는 가정
이 생겼다. 참 감사한 일이다.

또 한 가정은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다. 시설에 입소하면서 의사소통에 문
제가 있었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
를 출산한 후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엄마가 언어에
문제가 있기에 아이에게도 언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이었다.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엄마들의 관심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도우면서 아픔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기쁨의 하우스에서는 백일잔치를
베풀어 준다. 백일잔치는 돌잔치 못지않게 성대하게 이루어진다. 백일잔치
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한다. 비록 청각장애 엄마는 목사의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느낄 것이다.

얼마 전에 심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미혼모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설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버지와 살았던 터이라 출산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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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임신도 불안했지만, 출산과 육아는 더 걱정이 되었다. 시설에 들
어와 교육을 받으면서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본인이 아이를 키울지는
고민하고 있으나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엄마 못지않게 크다고 볼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임
에 틀림없다.

우리는 향후 이 사역이 더 발전하기를 꿈꾼다.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된다. 자립하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거처가 문제이다. 기쁨의 교회는 자립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지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선한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생기면 충분히 가
능하리라 본다.

받은 재난지원금, 주는 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 10월경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주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어려운 가정
에는 재난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가정은 꼭 필요한 것만
은 아니었다. 받으면 좋으나 받은 것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
가?

기쁨의 교회는 받은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실천해 보았다.
성도들에게 광고하여 원하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 준 성의
를 보아 1~2장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기부하도록 광고한 것이다. 참 감
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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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를 가르쳐 주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
다.“반대만 없으면 주의 일은 다 된다! 반대하고 싶으면 입은 꼭 다물고 기
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일을 다 합니다.”맞는 말이다. 주의
일은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다수의 원하는 사람들이 비록 침묵하고 있으나
그들이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기쁨의 교회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다. 원하는
분들이 자신이 받은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은 재난
지원금 카드는 주는 재난지원금 카드로 변신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놓은 성도들은 주면서도 큰 기쁨을 맛보았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
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린다. 코로나19가 심해질수
록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2020년 12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기쁨의 교회
당회는 좋은 결정을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주었는데, 이제
는 교회가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었다. 코로나19가 교회의 재정도 어렵
게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교회는 200 가정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다.

교회가 위치한 모현동 주민들 100가정과 교회 성도 중에서 100가정을 선
정하였다. 모현동 주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하였다.
기준은 교회가 주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하도록 기준만 주었다. 선정과 나
눔은 주민센터 복지사들이 하도록 위임하였다. 교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
다. 교회와 주민센터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이 일에 대하
여 주민센터 동장은 감격하여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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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주는 사랑의 상자
산타는 없지만, 산타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있다. 어떤 분이 산타클로스로
본 인생 4단계를 말했다. 제1단계 &#8211; 산타클로스를 믿는다(어린 시
절). 제2단계 -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다(청소년기). 제3단계 - 내가 산타
클로스가 되어 선물을 줘야 한다(부모가 될 때). 제4단계 - 산타클로스처럼
늙었다(노인이 됨).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가? 산타는 없지만, 산타 노릇을
할 수는 있다. 산타가 되면 어른인 것이다.

기쁨의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웃에게 선물을 전한다. 먼저는 타국
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보낸다. 내용물만큼이나
비싼 운송료가 있지만, 고국의 향취가 있는 선물들을 골라서 보낸다. 라면,
초코파이, 일용품, 책 등을 보내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한다. 산
타가 보내는 작은 선물이다.

두 번째는 연탄 봉사를 한다. 아직도 취약계층에서는 연탄을 사용한다. 추
운 겨울에 연탄 한 장은 몸과 마음을 녹여준다고 한다. 기쁨의 교회 청년들
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한다. 다음 세대에게 나눔의 정신을 심어주
려고 노력한다. 추운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봉사했을 때 찾아오는 행복
을 누리게 해 준다. 나눔을 이렇게 두 배의 은총이다. 받은 자에게는 격려이
며, 주는 자에게는 행복이다. 연탄 봉사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사랑의 상자”
이다. 기쁨의 교회가 15년 전부터 연말이면 항상
했던 사역이다. 사랑의 상자 안에는 사랑을 담는다. 생필품으로 약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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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물품을 담는다. 매년 조금씩 늘려왔는데, 요즘에는 약 150상자를 만
든다. 사랑의 상자도 외부인들을 위해서 2/3를 사용하고, 교인들을 위해 1/3
을 사용한다. 외부인들에게 나눌 때는 노인 복지관을 통해서 한다. 요양복지
사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요양복지사
도 즐겁고, 받는 분은 물론 더 즐겁다고 한다. 복지관 담당자들도 교회에 대
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더욱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 다
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까? 교육의 대안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회가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소개할까 한다.

기쁨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을 주는 교회이다. 매년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
가 있다. 이 기도회에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헌금의 반절은 기도회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1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앙 교육과 장학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참여율이 높다. 어떤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기
다리고 부모를 종용하여 함께 참여한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다.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익산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한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주는 일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교회가 기부함으로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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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장학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다. 일정 기금을 교회 재정으로 마련
하고 자원하는 분들을 모집하려 한다. 어떤 분은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을 일
정 기간 장학금으로 내놓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
는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으
면 큰 재원이 확보되리라 본다. 미국 학교에서는‘매칭 펀드’
라는 것이 있
다. 신학대학원에 있는 제도인데, 지역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 그 금액 상
당의 장학금을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 수여액은 두 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장학재단도 이런‘매칭 펀드’개
념을 가져올까 한다. 장학금 기여자들이 헌금한 금액만큼 교회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장학금은 두 배가 될 것이다.

교육 인프라를 위해 기쁨의 교회는 작은 교육관을 계획하고 있다. 교회 설
립 70주년 기념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3년 전부터 모금하고 있다. 5년 프
로젝트로‘씨앗 헌금’
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10
년 전에 예배당 건축을 했지만, 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교
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에게 하루 1천 원 운동을 하게 한다. 커피값, 점심값에서 하루 천원만
절약해서 씨앗 헌금을 한다. 5년 동안 모으면 건축비용이 거의 모이게 될 것
으로 예상한다. 참 감사한 일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천원 운동이 400평 정
도의 교육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교육관에는 청년을 위한 스터디 카
페, 장애인을 위한 공동 작업장, 영어 도서관, 소그룹 룸, 어르신을 위한 휴
게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의 교육 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
이다. 중 그룹 세미나룸을 극장식 세미나룸으로, 4층 공간에 나무 플로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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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아서 실내 체육관으로, 옥상에는 풋살장을 넣을 계획이다. 기존의 건물과
새로 지을 교육관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출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슬기로운 인간이 생존해 왔던 방식은 교육이었다. 특히 교회 교육은 더 중
요하다.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구축은 서둘러서 나쁠 것이 하나
도 없다.

라면 나눔의 집
공공신학 연구소

4. 지역 사회를 위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라
대안적 공동체, 교회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예언자적 상상력”
에서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라
고 말한다. 그는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교회를 예언자라고 말한다. 브
루그만은“예언자를 단지 미래를 점치는 자라든지 사회 저항가가 아니라, 인
간 정신을 획일화하고 노예화하는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한 공동체의 근원적
변화를 촉발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철저하게 세속주의에 길들여져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신선한 충격적인 메시지이다. 교회는 세속
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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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다. 이 땅의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정의란 윤리
적, 법정적 개념이 있다. 그러나 구약이 더 강조하는 바는 사회적 약자를 돌
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과 맞닿아 있다.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정신과 손을 잡는다.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인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야 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실수를 하지만, 교회 만한 공동
체가 없다.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다. 교회가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대안 공동체이기 때문
이다.

십자가가 대안이다
이 정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
와 긍휼이 만난 장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다.
세상의 대안인 교회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섬김과 사랑으로 무
장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젊은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성도들이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다.

교회가 대안 공동체, 십자가 정신의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십자가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 주님처럼 희생과 사
랑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면 팔로워들도 그런 사람이 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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