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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도의 8 가지 습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전도라는 용어가 지저분한 
단어가 된 것은 내게 흥미로운 일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을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기쁜 소식
의 메시지는 판단과 배제를 의미하는 지저분한 단어로 변
질된다.  복된 소식의 선포는 더 이상 공유되고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소식이 아닌 것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들은 전도위원회를 개발하고 전도
를 위해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찾아 왔다.  이러한 위
원회와 전도 훈련은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쇠락하는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도가 단순히 우리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도구라면, 전도는 복된 소식이 아니다.  전도가 영생
과 같은 신앙의 한 면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다.  정의로부터 분리된 전도는 불쾌한 
소식이다.  복음은 소망과 함께 세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강렬한 언
어로 묘사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
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
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
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개역개정판).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너진 질서, 관계, 생명,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을 적극
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전도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정도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희석시키는 데에 
있다.  지금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마음의 갈
망은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과 영생의 약속에 있다.  그
러나, 우리의 구원의 좋은 소식은 그 이상으로 값비싼 것
이다.  구원은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물질계에서 도피하는 영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생명, 관계, 공동체, 사람들, 국가, 창
조 세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전도 사역에 관하여 우리는 길을 잃었다.  기쁜 소식을 선
포하는 것은 단순히 위원회의 책임으로 격하될 수 없는 것
이다.  교회의 전도의 노력을 꺾는 것 같지만, 사실 전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좋은 소식은 마치 자유
롭게 산골짜기의 시내를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입에서 흘
러 가게 되어 있다. 당신은 갓 태어난 강아지, 혹은 좋은 
성적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워크샵
에 갈 필요를 느낀 적이 있는가?

  수년 전에, 나는 전도사역과 관련해 교단을 섬기기 위한 
청빙을 위해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멘
토였던 벤 존슨이 나에게 했던 말, 즉 사람들이 이미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라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는 계속해서 제
자도의 형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될 신앙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열쇠라
고 말했다.
 
교회가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복
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삶, 죽
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좋은 소식의 복음에 
다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기독교 시대가 저물어가
는 즈음에,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
는가"의 태도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자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자세로 전환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복음이 되는 것 (Becoming the 
Gospel)" 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마이클 고먼은 그리스도
의 몸의 본질을 이렇게 묘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독교 증인의 진실성과 영향은 
메시지와 사역의 통합에 달려있다.  교회 혹은 신자
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나, 또 
자기는 의도적으로 그 복음의 한 부분대로만 살면
서  다른 부분에 집중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개적
으로 비판할 때, 그 증언은 아무 효과도 없거나 잘못
된 효과를 만들게 된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될 때, 교회는 복
음을 적절하게 또 신뢰할 수 있게 증거하게 된다. 이
는 '성공', 즉 인간에 의해 규정된 그런 성공을 가져
다 주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실제 삶에 나
타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을 만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1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교회의 긴급한 소명은 제자들을 만
드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할 때, 우
리는 사람들을 사도직에 합당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해방, 그리고 소망의 사명에 참여
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
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흩어지면서, 인종차
별을 철폐하고 가난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
을 참여시킨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
진 소망의 길을 함께 한다 (베드로전서 3:15-16). 

전도의 8 가지 습관:  서론
레이 G. 존스 III
디렉터, 신학과 교육과 전도 담당

1. Michael Gorman, Becoming the Gospel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5),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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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성령 운동이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 교회 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들에게 말씀하셨다.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그들을 성
령충만하게 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나누도록 하
기 위함이었다. 그날 성령의 활동의 배경은 오순절 날 예
루살렘의 성전이었다. 그 날에는 전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
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다 (사도행전 1-2).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
사하셔서 오순절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을 들었다.  
성령은 권능이다. 교회는 이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이러한 독특한 증언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들었는지 
궁금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
의 희생적인 행위와 선교로 나타난 예수의 삶, 죽음, 그리
고 부활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 설명을 
듣고 또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은 무너졌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성
령은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선물을 주셨다.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열리게 하는 성령의 능력의 
결과는 실천을 통해 복음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네 가지의 본질적인 삶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교회는 다양한 교제를 이루었
다. 초대교회는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
도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파송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소망의 사역에 동참했다.

이러한 실천의 목적은 우리를 독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
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된다.  실천
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바꾸고 계신다.  
사람들은 관대함을 맛보면, 이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   그
들은 다양하고 친근한 공동체를 만났을 때, 거기에 속하
고 싶어한다.  예배와 기도가 삶을 변화시킬 때, 사람들은 
주목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초
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들을 좋아했고 교회는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호의
를 기뻐했다 (사도행전 2:47).  사람들은 이런 구별된 공동
체에서 나오는 치유, 정의, 소망에 관하여 더욱 알기를 갈
망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47).
 
이 자료에서, 당신은 8가지 습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는 당신을 믿음, 다른 사람들의 삶, 정의, 소망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깊은 세계로 이끌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습
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될 때, 우리는 세례의 과정을 
만나게 된다. 일상의 옛 방식에 대해 죽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로마서 6:4).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또 그들과 함께 하나
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갈망한

다.  사랑, 소망, 그리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
다.  인종 불평등 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은 다른 이들이 불의를 보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 하
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교회와 조
직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또한 이 여
정에 함께할 동반자들이 필요하다.  

다음의 습관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다: 기도, 
관대함, 성례전, 예배, 가르침, 정의, 교제, 참된 환대가 
그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를 변
화시킨다. 이 습관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또 우리 국가
와 세계의 구조와 체제를 통해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분
별력을 주며 우리를 인도한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에게 
들리는 다른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
요와 아픔을 인지하고 이에 공감하게 한다. 이러한 습관
들은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좋은 소식의 언어를 제공
한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로 하
여금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이 살 수 있게 한다.

21세기 북미의 상황에서의 전도는 우리의 신앙, 우리 이
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사명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삶과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습관을 형성한다.  우리
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
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만물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의 화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 변화의 과정이 언제나 우리
에게 하나님의 경이를 열어준다는 면에서 이 여정의 아름
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따라 우리는 모든 사
람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 하나님의 생
기를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그것은 살아갈 만하
고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다. 

이 전도 자료를 만드는데 기여한 지혜롭고 다양한 의견들
에 감사드린다. 그들과의 동반자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의 
선함과 부요함의 아름다운 표현이 되어 왔다.  각 습관을 
학습해 가면서, 당신과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
령님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 자료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
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습관, 그리고 언제나 나눌 가
치가 있는 복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
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
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
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
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
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
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9–11, 메시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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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기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권자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과에서 당신을 찾게 
하소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보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않게 
하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환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면한 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욱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II. 참된 환대의 실천 

내가 처음으로 정말 "집과 같이" 편하게 느꼈던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인종, 성적 지향성, 연령, 소득 수준, 
배경이 매우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였다.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나 우리 모두는 
서로 같다고 느꼈다. 이 독특한 모임은 작은 UN 같았다. 
바로 이 특정 환경에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자아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도 다른 수도자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던 것, 
즉 소속감...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난 진정하게 환영받고 있음을 느꼈다. 난 집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후에 참된 
환대로 정의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참된 환대 는 포용을 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타자의 
은사, 존재, 의견, 힘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그 타자는 
교회, 교단, 사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다.1 
참된 환대는 따뜻한 마음의 친절 이상의 것이며, 
재방문한 방문자들과 아침 예배 후에 함께 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다. 참된 환대는 주님께서 당신 교회에 
보내주신 이들과 친밀함을 넘어서서 평등하고 공평한 
환경을 만드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는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노력에 
담겨있는 타자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참된 환대는 지배 구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우월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지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욕망 덕분이다. 참된 환대는 '우리 대 
그들'의 사고를 없애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오히려 모두가 다른 부분을 가진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존재'를 포용하는 기쁨으로 바뀐다. 이 미덕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즉 분열을 막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부르심의 본보기이다.

이에 대한 최상의 예는 '다문화적' 대 '상호문화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차이가 
드러난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이 다양성이 각자의 
인간성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호문화'는 
공동체를 다르게 접근한다.  참된 환대는 '상호문화주의'
에서 나타난다. 단순히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서로에 대해 배우고, 
내러티브를 전환하여 모두의 문화, 정체성, 자아의식을 
공동체의 삶에 통합하는 장을 만든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참된 환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성장시키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적 능력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되는 과감한 사랑의 힘을 체험한다. 
이는 당신의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가족을 환영하는 
것의 차이이다. 하나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해 있는 것이다.

III. 참고 성경 구절 

참된 환대를 실천하기 위한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환대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다 교제, 가족,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열린 태도로 대해야 
한다.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이다:

전도의 8 가지 습관

참된 환대
샤니어 D. 레너드

1. 참된 환대는 다음의 정의에 따름: “Radical Welcome: Embracing 
God, The Other, and the Spirit of Transformation.” Spellers,  
Stephanie. Church Publishing INC, New York, N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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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낯선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10:17-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8-21)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누가복음 9:23-25)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한 것은 곧 나를 위해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31-46)

IV. 예화 

어느 수요일 밤, 헤더가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을 때, 
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다. 헤더는 교회의 공동체 
담당자에게서 내 정보를 얻었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싶어 연락했다고 했다. 그녀는 19세의 성전환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받은 종교 교육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목회자이기에 나도 그녀를 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헤더는 단지 내가 어떻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 물었다.

나는 다르게 반응했다. 나는 헤더를 환영하고 돌아오는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무료로 
참석하라고 했다. 그 컨퍼런스는 교회와 LGBTQIA+ 
공동체 사이의 상처, 아픔, 단절을 시정하려고 특별히 
계획된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 사랑의 하나님이 등을 돌리진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성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놀랍도록 경이롭게 창조되었음을 
그녀에게 다시 알려주었다. 나 역시  LGBTQIA+ 
공동체의 일원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워크숍에 참여하며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워크숍을 안전하지만 
용감한 분위기가 되도록 도우며, 사려깊은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11월의 차가운 토요일 아침에 헤더가 도착했을 때, 난 
바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도 않았다. 참석자들 중에 그녀만 성전환자인 것도 
아니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녀의 
눈과 웃음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 영이 
그녀를 알아본 것 같다. 그날 우리에게로 온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존경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소개하고 그녀를 안아준 것이다. 잘 왔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안내 책자와 약간의 음식을 주고 모임에 
들어오게 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 헤더의 짝이 되기로 
한 교회 성도 한 명을 소개해 주어 홀로 헤매지 않게 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모임에 참석했고, 다음날도 참석했다. 

헤더는 마침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성전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녀는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교회 밖에서 가진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다. 세상으로 나간 이후, 헤더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헤더와 나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살 충동에 시달리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자신의 고유한 자아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다. 한 교회가 보여준 참된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 젊은 여성은 신앙, 사명의식, 
자아 정체성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V. 참된 환대의 습관 

•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라.
참된 환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을 회중 일부에만 
지우지 말자.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는지, 
열린 공간을 유지하며 모든 이들에게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지, 또 이를 당신의 교회의 사명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지 계획해 보라. 강렬하고 급진적인 환대가 교회 
DNA이 일부이기를 소망하는 일이 특정 위원회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전체 교회가 이를 소망해야 한다.

•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항상 기대하지 마라.
회중에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이려 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그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참된 환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주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교회 담장 
너머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당신의 환대를 
보여주어야 한다. 소외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기관, 교회, 또는 개인과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자.  공동체의 구세주가 되려하기 보다, 이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파트너가 되자. 파트너십은 참된 환대에 
이를지 못하게 하는 상호 관계다. 당신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이 여행은 참된 환대로 이어질 때 그 가치가 
있다. 

•  인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보라.
보통 "기타"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예배와 고위 리더십 
구성에 자기들이 고려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봍 
참된 환대가 구체적 성과를 얻으려면, 회중을 이끄는 
리더쉽에 의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  예배가 이전의 모습과 같으면 안된다.
예식 형태, 음악의 선택, 예배의 요소들을 다시 고려해 
보라. 여러분의 예배에 사람들의 다양한 전통, 문화, 
대표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다양성은 시도했으나 
포용성은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배적인 문화적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일 년 중 특정 시기에만 
다양성을 강조할 뿐이다. 이는 급진적 포용이 아니다.  
예배 참여의 주체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 방식이 참된 
환대와 깊은 포용성을 반영하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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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고유한 일을 하도록 하라.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을을 환대하고 포용하기 위해 
올리브 가지를 내밀기 전에, 당신의 교회나 그룹 내에 
존재하는 직간접적인 편견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이에 
대해 일하도록 하라.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말과 행동에 환영의 기색이 없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  첫번 시도에서 안되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기초 작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참된 
환대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요소는 인내와 끈기다.  아픔과 소외를 겪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뢰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변함없는 태도를 경험해야 한다. 당신의 일에 계속 
집중하고, 팔을 벌린 채로 그곳에 있으라.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라. 

VI. 토의 질문

1.  어느 공동체의 사람들이 당신의 공간에 없는가?

2.  당신이 참된 환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당신의 미래를 다시 그리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

3.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4.   당신의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참된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

5.  당신의 공동체가 참된 환대를 더 실천할 부분이 
무엇인가?

VII. 마침 기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매일 매순간 저희를 도와 
주소서.  우선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고방식에 우리가 천착되어 
있음을 보게 하소서. 편하고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서로 다르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참된 환대를 현재 상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자상한 부모님이 
되시오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같은 태도로 대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도구이며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성령이 전달되는 도구임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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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회 기도  

혼돈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 
이분화되고 화석화된 세상에서
저희 자신과 이웃 안에 있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며,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겸
손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 영혼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하시어, 당신을 만나는 
저희 경험이 확장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할 때 힘들지라도 인내하겠다는 저
희 결심을 확고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II. 예배의 실천
관대하고 포용적인 성만찬: 사랑의 공동체가 모인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예배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지 않
고, 2020년도의 예배에 대해 뭔가를 쓴다는 것은 힘들
다. 그렇다. COVID-19는 교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공동체의 핵심인 
예배가 가장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점을 짚고 넘
어가려 한다.

끊임없는 어려움의 이 순간, 특별히 예배가 온라인의 공
간으로 옮겨갔을 때의 위험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
지 해오던 것들을 지키려는 해결책, 방법, 전략을 즉각적
으로 찾으려 하는 것이다.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목회 리더십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해서 해결
책을 즉각적으로 찾으려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성
도들이 사랑받고 돌봄받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그
래서 가능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나타난 작은 차이에  많
은 시간을 쓰려 한다면,  우리 많이 지치고 힘들 것이다. 

가상공간과 온라인 예배의 미래로 나아가면서, 나는 우리가 
잘못된 이분법을 거부하기를 바란다. 침체된 분위기나 미묘
한 차이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못된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
은 인생교훈이다. 예배에 있어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라는 이분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삶의 경이와 혼돈을 충실하게 살며 능숙
하게 탐색하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강한 이분
법이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관련한 몇 가지 가정을 살펴
보자.

현장 예배를 통해서는 깊은 관계를 구 할 수 있지만, 온
라인 예배에서는 어렵다. 
거짓이다.  현장 예배가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모든 대면 관계가 더 깊은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대면 관계는 의미를 보
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온라인 예배는 배타적이며, 현장 예배는 포용적이다.  
거짓이다. 
그렇다. 온라인 상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문제들에 배타
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 예배는 같거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그만큼 배타적이다.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이용할 경우 우리는 더 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
나 우리는 같은 렌즈로 우리의 대면 예배를 검토하지 않
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의 경험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화
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예배는 미래이며 현장 예배는 과거다.
거짓이다.  내가 우리 교단의 일부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식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
하신 이에 대한 헌신으로 모두 하나가 되었다. 온라인 예
배가 교회를 구원하는 새로운 위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
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많은 방
법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  

온라인 예배에 있어 형식(디자인) 이나 내용, 둘 중 하나
만 골라 시간을 쏟기도 벅차다.
거짓이다.  이는 어려운 문제다. 교회 목회자들이 지쳐있
기 때문이다. 또다른 기술 (디자인)을 배우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버거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온라
인 공간을 시각적으로 의미있게 만들거나, 좋은 내용을 
만들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고에 빠질 위
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물리적 공간에서 예배
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의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지런함과 분별력으
로 일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

전도의 8 가지 습관

예배
브루스 레이스 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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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예배의 미래에 관해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 시대/전염병 이전
시대 혹은 온라인 예배/현장 예배이라는 이분법이다. 우
리는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기를 나는 선
택한다.  나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다시 생각해 보
고, 과거에 붙들고 있던 관습과 사고에서 벗어나, 예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또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
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권유하고 싶다.

이는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공간이 상
황에 적합하도록 해왔고,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왔다. 또
한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고, 예배를 그리스도 예수
의 사랑, 희망, 평화, 기쁨 위에 세웠다. 오늘 우리는 그 경
험을 더욱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의 예배
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야 한다.  전염병이 그 기회를 더 열어주었다. 그러므
로 우리가 해왔던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 경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더 널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열
린 자세로 찾아보자.

III. 참고 성경 구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
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
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
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
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
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
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
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전서 9:19-23)

IV. 예화
전염병 이야기

온라인 예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
리는 기존의 구조와 관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가정
을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 이 관습과 구
조는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상당 수가 나이드신 분들이다. 
이들은 신앙에 기초한 사회정의 사역에 적극적인 분들이
다. 그러나 대부분 60대, 70대, 80대의 연세다. 많은 분들
이 요양원에서 살고 계신다. 비록 실리콘 밸리에 살고 있

지만, 이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자택 대기 명령이 내리기 일주일 전, 2020년 3월에 온라
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밝은 한 집
사를 어르신들께 보냈다.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는 장
비를 설치해주고, 궁금한 것에 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
에 대한 걱정들을 덜어주었다. 이 행위는 관대함과 호의
로 가득했다. 

기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
는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예배를 만들어 냈다. 현재의 예
배 참석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공동
체와 연결되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예배였다. 

현장 예배를 진실되게 해왔던 예배의 요소들(사회 정의
에의 관심, 즐겁고 참여적인 분위기, 창조적이면서도 전
통적인 요소, 하나님 중심적 예배)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
신한다.  바뀐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어
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할 것인가, 우리 
공공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였다.

90세가 넘는 프랜시스가 예배 후의 "커피 타임"에 항상 
간증을 한다. 하와이에 있는 손자가 뉴욕에 있는 그들의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다.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새 친구
들이 세계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
준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다.  
아무도 전염병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았다. 수없는 사람
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희망을 보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
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희
망과 보호와 기회를 볼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받아들여왔
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으나 여전히 율법
에 안에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우리는 신앙
의 표현을 바꿔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
다. 예배를 깊고 의미있게 하는 요소들에 집중하라. 우리
가 세상에 전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좋다 또는 나쁘다, 온
라인이냐 현장 예배냐 식의 이분법 사고를 이제 그만 하
도록 하자. 

V. 예배의 습관

•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재창조하자.  
온라인 예배로 옮겨갈 때의 위험 중의 하나는 현장 예배
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다소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상 공간 자체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의 긴의자들이 한사람이 앉
는 개인 의자로 바뀌어도 예배는 다르게 느껴진다. 의자
를 다르게 바꾸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줌이나 기타 화상 플랫폼에는 예배가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다시 말해, 예배는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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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 의자를 더 갖다 놓으라.  
참석자이면서 인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예배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준다.  녹화 예배든, 실황 예배든, 경계와 벽을 뛰어
넘어,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참여시키라.  공동체 지도자들, 예술가들, 설교자들, 선
교사들이 지금 참여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연결하며 인
도할 수 있다. 

• DJ를 생각해 보라. 
DJ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 
그들은 먼저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들의 반응을 읽는다. 
음악과 비트를 조절한다. 사람들의 영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항상 생각한다.  
최근에 이와 같은 적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
하다.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적응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최대
의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되돌아가려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이 계속 춤출 수 있는 
기회로 이를 생각하라.

VI. 토의 질문 

전염병 기간의 예배를 생각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
록 질문을 만들었다.

1.  슬픔: 당신을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려
서 슬퍼하고 있는가?

2.  기쁨: 무엇을 얻었는가? 새 생명과 성장을 어디에서 목
도하는가?

3.  깨달음: 이 전염병 기간에 성도로서, 예배 참석자로서, 
지도자로서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 지금 
이 시기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당신이 놀
란 것은 무엇인가? 

4.  가능성: 당신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공동
체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예배의 관습이나 관점
은 무엇인가?

5.  경이: 당신은 무엇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는가?

VII. 마침 기도

혼돈의 하늘과 잠잠한 바다의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의무인 예배로 저희를 지속적으로 불
러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공의로
운 모습으로 불러 모으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사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미지의 세계를 보듬
어 안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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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회 기도

은혜와 초대의 하나님,

저희 앞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식탁을 차려주
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와 목적과 권능으로 저희가 양육되도록 그 식
탁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선하심을 맛보고 볼 수 있는 강인함을 주소서.

저희도 충분히 선하다고 당신께서 주장해주셨음을 알도
록 하소서.  

저희를 지명하시고 당신 것이라 주장하신 세례의 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물을 통해서 저희는 당
신의 선함과 자비를 실천하도록 구별되고 봉인되었습니
다.   저희는 당신 것이옵고, 언약의 자녀이며, 믿음의 사
람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영원히 그러합니다.

평화의 물로 저희를 다시 씻어주소서. 

새롭게 하는 그 물로 저희를 다시 소생시키소서.

정의와 용감한 연민의 물로 저희 잔을 채우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그 물이 넘쳐흐르도록 가득 채워 
주소서. 

저희 입술에 닿고 배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과 음료로서 
하루종일 저희를 먹이시고 양육하소서.

저희가 물을 보고 느끼는 순간들을 통해, 저희가 세계를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아름답고 완전하며 온전히 당신
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찾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새롭게 
하는 물을 느끼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싸우고 일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모두가 충족하고 평화로울 때까
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I. 성례전의 실천
 성례전에 참여하라 

개혁 전통 안에서 성직자가 되면, 성례전에 관한 풍부한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 세례와 성찬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을 배우고 증언한
다.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접근 가능할 방식으
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는 교리를 배웠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할 수 없다. 우리
는 그것을 쟁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
는 기회는 성례전을 통해서이다. 규례서를 통해서도 우리
는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성례전은 교회의 일반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행
하는 물리적 표시이며, 동시에 영적 선물이고, 기
도로 둘러 싸인 말씀과 행동이 포함된다. 성례전
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
상적인 것들 물, 떡, 포도주 등-기본 요소-이 사용
된다.1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일상적인 사물이 하나님의 특
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언어는 우리가 
성례전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일상적인 것이 특
별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은 일상과 평범한 사물들 
안의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를 보자고 초대하는 것이다. 
이 초대는 성례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새롭게 되자는 것이다.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우
리는 성례전의 온전한 의미를 실천하도록 초대받는다. 

목사인 나는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성
례전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린 적이 있
음을 고백해야 한다. 예배 인도자에게는 그 날을 진행하
고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을 수 있
다. 예배 예식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각 가족이 제
자리에 있고 호명할 때 제자리에 와서 서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세례
전 진행 지침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할텐데 생각한다. 솔
직히 나만 이렇게 과정에 마음이 뺏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배 인도자나 참석자로서 성례전에 증인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례전 동안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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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장로교, 규례서 (2019-2021), W-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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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주위 환경을 잘 인지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시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빵을 쪼개고 구원
의 잔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을 
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합당하게 
살자

예배 마지막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세상에 파송된다. 
우리의 예배 모범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기독교 예배와 섬김은 주일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
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2

우리는 성례전에서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되는 신비의 
순간에 함께하도록 초청된다. 예배의 특별한 경험을 갖
고, 희망과 놀라움과 권능과 평화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
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파송이다. 예배를 마치고, 우
리는 일상 생활에서 걷고 자고 일하고 먹는 중에 성례전 
때처럼 살도록 인도된다. 쉴 때도 쉬지 못할 때에도 즐거
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타인과 
우리 자신과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성례전처럼 
살아야 한다.  

성례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온전히 깨어 주의를 집중하
는 것이다. 나는 온전히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 선
뜻 나서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고 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면 안된다고 배웠다. 바쁜 세상
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방향을 잃고 산
만해질 수 있는 삶에서 중심을 잡기는 어렵다. 성례전처
럼 살기는 일상 생활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을 필요로 한
다. 기도와 사려깊음을 갖추어야 하고, 작은 움직임 안에
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III. 참고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
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8)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
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IV. 예화 

나는 유아 세례에 참석하면서 기쁠 것이라고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세례주는 것을 강조하는 침례교인으로 살았다. 
어려서부터 이미 세례가 축복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개혁주의 예배와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방법에 관한 수업을 신학교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어떻게 아기를 붙잡아야 하는지, 
적절한 양의 물을 어떻게 결정할지, 가족과 회중과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서있을지, 새내기 목사에게 
중요한 작은 것들까지 배웠다. 개혁주의 전통의 성례전을 
집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매우 진지한 일이라고 배웠다. 
진지함 중에 나타나는 은혜를 통해서 웃음이나 기쁨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흑인 여성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시간을 백인이 많은 
부유한 회중에서 사역했다. 이 회중은 신학공부를 위해 
내가 파견나갔던 교회였다. 이 곳을 오늘날 까지도 내 
마음 속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세례 과정과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썼다. 익숙한 인종과는 다른 
얼굴을 한 나를 어린아이가 편하게 여기도록 신경을 썼다. 
나는 가족들과 앉아서 세례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지 "
예행 연습"으로 아기를 팔에 안아 보았다.  

아이와 가족의 얼굴과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안 
특별히 한 아이가 생각났다. 그 아이는 울거나 졸거나 
하지 않고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나는 
계단을 통해 강단으로 올라가서, 적절한 자리에 서고, 
옷에 달린 마이크를 켜고, 예식 소책자를 들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과정에 신경을 썼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2. 미국장로교, 규례서 (2019-2021), W-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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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아이를 팔에 안자 아이가 미소짓고 옹알거리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이가 세례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웃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나는 물에 젖은 손을 들어 아이 머리에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 놓았다. 아이는 기쁨에 찬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뜨고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눈에 보이는 은총을 
경험하였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나는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고 예배 안에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다. 예배를 
진행하느라 산만해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에게 얹어진 
하나님 손의 신비를 기억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당신의 권능에 기쁘고 흥분되고 즐겁게 반응할 
기회를 주신다.

V. 성례전이라는 습관 

세례를 받으면서 기쁨에 가득한 아이의 이미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타인과 연결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성례전은 신비와 예식과 주의 깊음과 
은혜로 가득 차있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우는 의도적인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나를 하나님의 살과 피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습관들이 있다. 나는 그 습관들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만들어 내기를 기도한다. 

• 휴식.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 십년 동안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쉬는 영적인 실천이 하나님과 
타인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온전히 존재하고 
깨어있게 해준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다. 안식일을 지키고 
쉬는 법을 배우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과 신학 
서적을 연구해보라.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영적인 목록을 작성하게 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라.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물어보라. 하나님께 이 은혜로운 
명령을 실천할 용기를 달라고 요청하라. 

• 성찰. 
안식일을 지키고 휴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을 때, 
당신 삶에는 성찰할 여유가 생긴다. 우리는 삶을 바라보고 
일어난 일과 경험을 성찰할 시간을 내어야 한다.  성직자와 
회중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종종 영적인 자서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간 동안, 개인은 
타임 라인을 만들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의 
도표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한 "축복"과 "
넘어짐"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 감사하고, 질문을 
던지고, 숙고하고,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것은 성찰을 통해서이다. 

• 되찾기.
규칙적으로 쉬고 삶을 성찰하는 일을 실천하는 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상상했던 자신을 
되찾게 된다. 쉼과 성찰을 실행할 때, 잃어버렸거나 
간과했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꿈과 은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사랑과 
삶을 향한 열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되찾는 동안, 
매일 아침 삶을 새로운 자비로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께 
가까이 가자고 타인을 초대할 수 있다. 

• 저항.
쉼과 성찰과 되찾음을 실천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매일 저항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에수님을 따랐다. 내 경험상, 하나님과 
타인에게 공격적인 것에 저항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일상 속 유혹에 저항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세상의 수많은 바쁜 이들처럼 우리도 
오락, 교회, 가족, 일 등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을 
하고난 후, 다른 이들과 만나고, 약간 일을 더 하면 밤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이를 반복한다. 기계적인 
일상이라는 유혹에 저항하라. 하루에서 다음 하루로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삶에 저항하라. 영혼이 마비되는 
것에 저항하라. 그리하여 당신 마음이 모두를 염려하고 
돌보면서 부드러워지도록 하라. 

VI. 토의와 질문  

1.  성례전으로 채워진 예배 전, 중간, 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할 것인가? 좀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한다면, 무엇이 바뀔까?

2.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어떤 단어, 그림, 노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3.  당신은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게서 
당신을 잔잔한 물가에 두시도록 하는가? 규칙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일상에서 성례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4.  당신의 하루의 주기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일상생활 
안에서 온전히 깨어 존재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5.  성례전 때처럼 살기(온전히 존재하고 깨어있으며, 
주의깊게 사는 것)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가? 성례전처럼 사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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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마침 기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을 받으시고 저희를 신실한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소서. 

저희의 일상을 받으시고 이것을  
특별한 지혜, 인내, 열정, 자비, 은혜로 채우소서. 
 
이것들은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나이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유혹을 받는  
저희 연약함을 받으시고, 대신 평화롭게  
의와 소망과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소서.
 
 이를 통해 매순간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매일 당신과 다른 이들과 함께 현재에 충실하게 하소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에게 긍휼의 눈을 
주소서.
들을 준비가 된 귀를 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을 주소서. 
저희가 온전히 깨어 존재하게 하소서.
저희가 부드럽게 하소서.
저희가 현재에 충실하게 하소서. 
저희를 친절하게 하소서.
저희를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능과 영원히 흐르는 영으로  
저희를 점점 더 당신같이 만드소서.  
아멘.



14  |  전도의 8 가지 습관

I. 개회 기도 
 
주 예수님, 
머리 숙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뜻과 나의 선택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1

II. 기도의 실천
전도의 도구인 기도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관계되는 모든 활동들 중, 아마도 가
장 일반적인 것이다. 바나(Barna)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
는 미국인 중 69%가 매주 기도를 한다고 보고했다.2 이는 
모든 문화와 민족에서, 그리고 인류 초기부터 발견되는 보
편적 정신 활동이다.  

그러나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기
도 방식에는 매우 흔치 않은,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초기 기독교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들은 무엇
인가? 무엇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기도를 구별되도록 하
는가?

 첫째,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처럼, 그들 중에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필요
를 염려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방식으로 기도했다. 예수
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
며 이러한 기도 방식을 본보기로 보이셨고(막 14:36), 신자
들은 그러한 방식을 따랐다. 

둘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음식과 건강에 관한 가장 기본적
인 필요(마 6:11), 중독으로부터의 해방(막 5:1-20), 만연한 
억압으로부터의 보호(행 4:23-30) 등 삶의 모든 면에 있어 
온전함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와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 안
에서 폭넓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기도에는 모든 기쁨과 모든 필
요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1세기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
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

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 7:7)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
님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속적
으로 기도했다. 역사학자 앨런 크레이더의 기술에 의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준 것은 
기도의 실천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
답하시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다사다난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신실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뜨거운 물에 던
져졌을 때에도... 외부인들이 그를 알아차렸을 때
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3

III. 참고 성경 구절
베드로와 초기 신도들의 기도 생활

행 3:1-10
예수님은 특히 아픈 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 그는 
질병, 고통, 죄에 대해 이해했고, 연민을 가지셨다. 그가 기
도할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언급하는 것
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을 회복시키셨다.  이
와 같은 기도의 방식은 또한 베드로와 초기 신도들의 기도
를 특징짓기도 했다.

그 걸인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미문 입구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다리의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그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죄인으로 것으
로 여겨졌고,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에서 배제되었다.  그러
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치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걸을 수있는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
체에 속한 사회적 및 종교적 능력도 회복시켜 주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즉흥
적으로 눈을 뜨고 기도했다. 그것은 병약함 그 자체에 대한 
명령이었다. (고대인들은 질병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치유란 예수의 이름을 통
해 가지는 이 힘에 대한 승리라고 여겼다. 이 생각은 우리
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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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베이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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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State of the Church 2020, March 4, 2020, https://www.bar-
na.com/research/changing-state-of-the-church.

3. Alan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6),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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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병이 심신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의학이 가정해 왔
음을 기억해야 한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는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확
신을 보여주었다.  

행 4:18–31
베드로는 미문에서 그 남자를 치유한 후 체포되었고, 후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에 의해 석방되었다. 교회는 발생한 모
든 일을 동료 신도들에게 알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왜 기도했을까? 분명, 그들은 베드로가 석방된 것
에 대해 감사했지만,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 용기있게 행동한 그들은, 또 다시 용기가 필
요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용기로 충
만했다. 

이런 담대한 기도의 방식은 적들을 놀라게 했고, 친구들을 
매료시켰다. 군중은 모였고, 예수의 복음은 퍼져나갔다.   

행 12:1–19
시간을 돌려서, 좀 앞으로 가보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는 대규모 폭력이 발생했고, 베드로는 재투옥되었
다. 

그러나, 베드로와 헌신된 다른 신도들은 기도에 전념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행 12:5)

'간절히 기도한다'는 구절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들
의 기도가 뒤로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전진하는 미식 축구 
라인맨의 노력처럼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었다는 것
을 나타낸다.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적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비록 믿는 자들은 두
려웠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함께 나누는 기도였음을 주목하라. 
함께 나누는 기도 속에, 신앙은 배가 되고, 염려는 줄어들
고, 신도들은 인내할 힘을 얻는다. 교회는 무릎 꿇고 밤늦
도록 기도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IV. 예화
구별된 기도는 오늘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데이브 컬버슨은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가는 가족, 이른
바 "명절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는 신
앙인이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때를 
제외하고 교회와 신앙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제, 30대 중반에 결혼했고, 데이브는 20년 동안 교회를 떠
나 있었다.   

해밀턴 밀 장로교회는 애틀랜타 인근의 새로운 교회였고, 
친구들은 데이브와 그의 아내 셰릴을 초대했다. 데이브는 

별 관심이 없었고, 셰릴은 불임과의 씨름에 대한 해답을 찾
기 위해 혼자 교회에 갔다. 그들은 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도움을 찾는 중, 셰릴은 교회가 제공하는 기독교의 
소개 프로그램인 알파 코스에 등록했다.   

셰릴이 매주 알파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대한 바, 그
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게 
되었고,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에 대해 씁
쓸해 했다. 데이브는 말한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파하며, 분
노하고, 낙담하며, 상처 받았고, 알파나 하나님, 또는 그녀
를 돕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지요."

알파에서의 어느 날 밤, 주제는 치유와 기도였다. 모임 끝 
무렵, 원하는 이들을 위해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다. 그들은 
셰릴을 위해 기도했고, 셰릴 주변에 둘러서 손을 얹었다.  

데이브는 말한다. "그녀가 집에 왔어요. 나와 함께 앉아서 
말했지요. 그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우리의 불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그녀에게 손을 얹었고, 그것이 그녀를 성
령으로 충만케 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데이브는 깜짝 놀랐다: "그날밤 내가 본 그녀의 모습은 전
에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돕기 원했
지만 도울 수 없었던 그녀는, 그날 밤 쓰리고 상처 받은 영
혼으로 집을 떠나 교회로 갔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관
점으로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심
장이 바뀐 것 같았어요."

셰릴은 자신이 임신할 것이라고 반드시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안할 수 있었다.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실천의 경험은 데이브도 변화시
켰다. "나는 실제로 변화를 목격한 적이 없었지만, 셰릴은 
그 후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 둘
은 HMPC에 함께 다녔고, 입교를 거쳐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믿음과 훨씬 더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어두운 
나날들)이 있었고, 웨슬리[아들]를 얻었습니다!"

V. 기도의 습관 

예수님의 구별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공동체 내의 다른 이들
과의 관계에서 성취될 수 있다. 기도는 이 구별된 삶의 방
식의 표식 중 하나이지만, 또한 그 이상이다: 기도는 우리
의 하나님과 교감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
고 관심을 끄는 삶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제이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우리가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도
의 습관은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다.  

•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일상 (매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또한 홀로 하나
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 시간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다. 이는 우리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
계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16  |  전도의 8 가지 습관

대해 솔직해지는 일, 즉 침묵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
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낼
수록, 우리는 부드럽고, 은혜롭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존
재를 경험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라. 당
신의 삶에 대해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생각하
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아뢰라. 솔직하라. 성
경을 읽으라. 자연과 예술을 관찰하라. 침묵하며, 들려 오
는 내적 음성을 들으라. 기도할 때에 경험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하라.  

•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정기적 기도의 실천 (매주 또는 격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
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세워 간다. 기도 파트너를 찾거나 몇 명의 친구와 
집에서 모이라. 사회의 주변인으로 사는 친구들과 함께 
겸손히 기도에 참여하라; 노숙자들, 수감자들 또는 양로
원에 있는 이들과의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계획하라. 인
종 정의를 위한 기도회를 하라. 지역 사회 행사 전, 정부 
또는 학교 이사회 회의 전 또는 시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을 가지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당신의 
목소리를 더하라.  

•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식별 및 명명하는 규칙적인 실천 
(언제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을 확인하기를 종종 잊는다. 이 실
천은 우리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기대
하며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종종 사건들은 우리
를 놀라게 할 것이고, 때로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며, 또 다른 경우,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더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의식적
으로 찾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것이다. 저널이나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은 기도 응답
을 확인하고 축하하기 위해 기도회 회원들을 초대하는 
것만큼이나 유용하다. 

•  이웃이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기
도 걷기"의 일상화 (주 1~2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곳에서, 어느 때에든
지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
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
는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거
나, 자비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용서와 치유와 화해를 
찾거나, 고난과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는 새로
운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다. 우리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공동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하
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그것
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라는 부르
심이다.   

•  이웃,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만나 규칙적으로 기도
하기 (누군가가 깊은 관심, 기쁨 또는 필요를 표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
기 위해 애쓰기에, 그들을 위해 당신이 이것을 기도하

고자 할 때, 그것은 참된 선물과 축복을 제공하는 일이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특히 그들
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머리를 숙이
라. 적절하다면, 함께 손을 잡으라.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말로 소리내어 표현하여 하나님께 말
씀드리라.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
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힘과 치유를 소
리 내어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에 감사하라.  
 
3번 습관에서처럼, 당신의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의 기
쁨, 필요 또는 관심사를 확인하고 기억하라. 분명한 응답
을 보면,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라. 당신과 그들의 믿음
이 성장할 것이다. 

VI. 토의 질문 

1.  구별된 기도의 실천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복
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는가? 기독교의 기도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게 영향을 주었던 일을 보았는가?

2.  앞에서 언급된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흥적이고 간헐적인 실천보다 습관이 왜 전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3.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평균 두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기도에 관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당신과 동료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개인적인 기도 습관과 공동체적인 기도 습관을 모두 갖
는 것은 왜 중요한가?

5.  제시된 다섯 가지 기도 습관 중에서, 어떤 것
이 지금 가장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겠
는가?

VII. 마침 기도

하나님이여...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
다.  (시 63:1)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이끌
리는 삷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지속적인 헌
신과 노력을 드립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과 같은 이
웃의 필요를 보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들을 위한 
부드러운 동정의 손길과 당신을 위한 내면의 확신의 불길
을 경험하게 도우사, 나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에 나를 더 깊이 이
끄시며,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영과 힘을 다해 당신을 따
르도록 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로 신실하게 살
게 하시며, 내가 당신에게서 발견한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 주게 하소서. 우리로 마땅히 살 바와 기도할 바를 가
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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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랄프 왓킨스

I.  개회 기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골짜기에서, 동네에서, 길거리에
서, 성소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
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쁨으로 만인을 위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도
록 부르십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서로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하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병원, 감옥, 학교, 고층 건물, 비지니스 센터, 시
내, 교외,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곳에 가서 신실하게 
전도하겠나이다. 
아멘. 1

II. 정의의 실현
전도와 사회 정의: 세상 안에서 복음대로 살기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 일관된 주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 주제를 초기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기초로 보고 있다.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가르치시는 데 쓰셨지만,  항상 가
르침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이들의 필요
를 채우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에, 초기 교회가 성장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다. 가진 이와 가지지 못한 
이를 나누는 구분에 도전했던 말씀과 행동은 예수님과 초
대 교회 사역의 특징이었다.

사도행전 2:14-42에서 나타난대로 제자들이 교회를 시
작했을 때,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한 사역의 신학적 토대는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
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
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았다.(요한복음4:1-42) 예수님
은 그녀를 안으시고, 귀기울여 들으시고, 교제하시고, 필

요한 부분을 채우셨다. 예수님은 아웃사이더를 배척하지 
않고 끌어 안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그
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
은 종교적 의무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도움이 
절실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
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쭉 훑어보면,  예수님이 시
몬의 집에서 많은 이를 치유하시고(마가 1:29-34), 설교
하시고(마가1:35-39),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마가
1:40-45),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마가2:1-2), 전통에 도전
하셨다. 그리고 이 때 사역의 토대가 확립되었다. 전통이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막을 때마다, 예수님
은 전통에 도전하셨다. 사람들이 굶주릴 때, 예수님은 전
통보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하셨다.(
마가2:23-28). 

예수님 사역에는 새롭고 다른 점이 있었고, 이는 초기부
터 명확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
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하신 것 만큼이나 많은 것을 행
동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의 말
씀은 거리에서 살아 움직였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은 진
정으로 육신이 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치유함을 받으라.” “상을 들고 일어
나 걸어가라.” “그들을 앉히고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
러한 일을 하셨을 때,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이 점에 이
끌려 예수를 따랐다. 진부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교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모두에게 기
쁜 소식을 전했다. 이제 명확하게 해보자. 예수님은 따르
는 무리가 늘어나도록 일부러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실제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해방적인 메시
지와 사역 때문에 따르는 무리가 늘어났다. 예수님은 실
제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참된 사역
을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 정의란 사랑이 공개적
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정의는 잘못된 것
을 바로잡고, 억압의 체계에 도전하고, 계층화된 체제를 
공격하고,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
통적 질서와 위계에 도전하셨다. 건물에 갇혀 길거리로 

1. “Litany for Urban Ministry” by Rev. Dr. Delores Carpenter, adapt. 
from African American Heritage Hymnal (Chicago, Illinois: GIA 
Publications, 200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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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나서지 않는 구태의연한 사역도 깨고자 하셨다. 제
자들이 예수님과 걸어갈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안
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이 배고
플 때 먹이심으로써 전통을 부수는 예수님을 보았다.(마
태복음 12:1–8).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전통보다 중요
하다는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이것
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배고팠고, 그들은 필요
한 것이 있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들도 다른 이들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목격했다. 다른 이가 굶
주리는 것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그를 먹이시는 것을 보
는 것은 일상의 흔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초기 교회 발전을 이끌어야 했고,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
했다면, 그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제
자들은 예수님 사역 모델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했다. 
초기 교회 탄생과 성장을 이끌 때, 그들이 한 일과 그 이
유는 명백하다.  

전통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
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
을 명확히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32에
서 "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
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
었다. 제자들이 반발하며 이러한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
자, 예수님은 단순히 되물으셨다."빵이 몇 덩이 있느냐?" 
(마태복음 15:32-39).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빵 일곱 덩이
와 물고기 몇마리를 취하시고, 이를 몇 배로 만드셨다. 그
리고 수천명을 먹이셨고 그러고도 음식은 남았다. 예수
님은 그들이 줄 때 성장한다는 점을 가르치셨다. 사람들
의 필요를 채우면,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상
당히 많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때로는 궁금하
다. 재산을 움켜쥐고 가진 것을 쌓아두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그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
다. 그들의 움켜쥠이 그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인가? 도움
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 안 사
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가?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하여 예수님처럼 
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사회적인 계층화를 낳는 체
제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었다. 

III. 참고 성경 구절
초대교회의 전도와 사회 정의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
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1)

불만이 제기되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규범이 확
립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규범은 무언가 모자란 
것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되, 헬라파 유대인
과 히브리파 사이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
다. 가장 연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사회적 계급을 용납
하지 말라는 규범인 것이다. 불만이 제기되자, 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6:2)

그들은 모두 함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름받았
다. 심각한 불만이었고 예수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반
대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응답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들이 정의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실천했
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들은 모든 
이가 부족한 것 없이 채워지도록 하고 사회적 계층화를 
용납하지 않았다. 정의의 복음대로 살고 필요한 것을 채
워주자 교회가 성장하였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 음식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
았다.  제자들은 설교하는 것과 성경적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설교와 정의의 
행위 모두를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집단 전체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위한 계획을 만들려고 했다. 그
들이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집단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였기에 사람들을 전부 소집했
다. 그들은 전도 위원회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전체 하나의 몸이며, 전도 위원회라고 했다. 전체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들에게 맡기고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
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니라. (사도행전 6:3-6)

계획을 세웠다.  지도자들을 세웠다. 집단 전체가 책임이 
있었지만 지도자 팀이 꾸려졌다.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보살피기 위해서였다.  계층화 비슷한 것이 나타나려 하
면 지도자 팀이 나섰다. 그리고 즉시 이를 처리했다. 이 
지도자 팀이 꾸려짐과 동시에 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제 안수직도 만들어졌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정의의 실천을 이끄는 새로운 직
책들은 따로 두었다. 정의를 다루는 말씀을 설교 하는 것
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정의는 사
랑을 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정의는 포용적인 공동
체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안
수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두 그룹을 동등하게 대우하려 
했다.  두 그룹에 대한 대우는 포용적인 교회가 되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교회는 초기 교회같
이 급진적으로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 이베트 플런더 주
교가 말했듯이, "급진적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급
진적이어야 한다. 포용적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교회
는 종종 소외된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급진적 
포용성은 모든 이에게 환영한다는 확실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소외된 곳까지 다가가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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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급전적인 포용성은 소외된 이들을 알아보고, 귀
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함께 축하한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그 협력팀은 무
엇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나, 이방인이나 창녀
들과 함께 했다."2예수님과 그의 사역은 소외된 이들과 하
나였고 초기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본 것을 반영했다. 내
가 아이였을 때 부르던 노래인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기
억한다.  나에게는 이 노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
하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동안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
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초대교회는 해결책을 수용했고 기뻐했다. 집단 전
체가 중요하게 취급받았으므로 기뻐했다. 교회가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
는 열망이 흔들린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첫 사랑을 잊
지 않았다. 그 첫사랑은 소외된 이를 향해 있었다.  헬라
파 과부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그 시대 다른 과부나 
마찬가지로 그들도 소외된 자였다.  집단 전체는 대처했
고 사도행전에서 더이상 이러한 불만은 나오지 않는다. 
초기 교회는 대응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7)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
다. 사람들은 신앙에 충실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
이 알려주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결
과는 기적같았다. 만일 이 이야기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
떻게 섬기는지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한다
면, 결과는 어떠할까?

IV. 예화
호프-힐 초등학교와 위트 스트리트 교회: 호프 힐에 
생긴 희망

애틀란타에 있는 유서깊은 위트 스트리트 침례교회 목사
로 일할 때, 우리는 호프 힐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었다. 
호프 힐은 우리 교회에서 3마일 떨어져 있었다. 이 학교
는 Title I 학교(저소득층 가족이 많이 다녀 특별히 지원
을 더 받는 학교)였다. 98퍼센트 이상 학생이 무료로 혹
은 할인된 금액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무엇
을 할 수 있을까? 잘 몰랐기에 우리는 가서 물었다. 대답
은 간단했다. 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학교 물
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개인 지도를 지원해 줄 수 있
는가? 연례 시상식을 후원할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아
프리카계 미국인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머
무르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럼요, 할 수 있습니

다.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미 했어요. 교회는 호
프 힐 희망 결연관계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리 연례 재
정의 5 퍼센트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그리고 목표는 10 퍼
센트로 잡았다.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했다. 결
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았다. 어린이와 그 가족이 교회 
행사에 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지
역 공동체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행정직원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변화했다. 우리는 교
회 주위 주민들과 연결되었다. 교회는 변화하는 지역 사
회와 단절되면서 하락세를 겪고 있었다. 우리가 지역사회
에 다가가고 사랑을 붓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은 돌아왔
다. 우리 교회는 애틀랜타 공립 학교 내에서 올해의 자원
봉사 조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조지아 주립 대
학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총장상을 교회에 수여했다. 
교회에 대한 견해가 지역 사회에서 변화했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시대 지역사회 안
의 교회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열쇠로 봉사활동을 생각하
자, 봉사활동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V. 정의를 위한 습관 
사회 정의의 행위로서의 살아있는 전도

•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보면, 무언가를 말하라. 
헬라파 과부가 무시당하는 것을 누군가 보았고 그들은 
무언가 말을 했다. 그들은 불만을 이야기 했다.  옳지 않
은 것을 본다면, 말을 하라. 

•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이야기 한다면 행동하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무언가를 말해야만 하고, 그 다음엔 행동을 취
해야 한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야
기하고 행동을 했다. 그들은 행동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집단을 이끌 사람을 선택해 안수직을 세웠다. 당신이 불
공정한 일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가리는 것이다. 

•  만일 식탁에 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든, 앉지 못한 이
를 위해서 의자를 가져오라.
교회가 성장하고 공정하게 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
야 한다. 누가 식탁에 앉지 못했는가? 큰 식탁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해서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라. 우리는 식탁에 앉지 못한 이를 초대하
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VI. 토의와 질문

1.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가 (누가 헬라
파 과부인가)?

2.  당신이 얘기해야 하고 행동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
엇인가?

2. Flunder, Yvette A. Where the Edge Gathers: Building a Communi-
ty of Radical Inclusion. Pilgrim Press. Kindle Edition  Loc.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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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여러분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누가 식탁에 앉지 못했는가?

5.  여러분의 상황에서 급진적 포용성은 어떻게 나타나
는가?

VII. 마침 기도

예수님께서 종종 식사 전, 후, 식사 중간에 가르침을 주셨
다는 것을 압니다. 빵과 포도주는 성례전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보
여줍니다.

음식에 있어서나 친교에 있어서나,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 
가족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배고픔을 알게 하소서. 아침식
사를 할 수 없는 어린이들과 적절한 음식을 마련할 수입
이 없는 노인들은 돌아보게 하소서.

당신께 받은 것들을 감사할 뿐 아니라, 타인이 필요한 것
도 돌아보게 하소서.

굶주림을 줄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소서.
마음을 열고 고통과 상처를 더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3

3. African American Heritage Hymnal (Chicago, Illinois: GIA 
Publications, 2001), p. 62 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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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회 기도 

오, 주님, 당신의 위대하신 사명 속에서 저희를 세상에 
"가르치러" 보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교사는 다른 
섬기는 이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여, 
저희가 겸손하게 배우고 진실하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령 속에서 저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랍비로서 고향 시골을 걸으실 때에,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가 당신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저희도 당신의 발치에 
앉아 배우게 하소서.  저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당신께 배우고 제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영과 절제된 
정신으로 교회를 신뢰하며, 당신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말을 듣는 모두가 "예수님 삶의 
방식으로 훈련"받게 하소서. 아멘.

II. 가르침의 실천
전도와 가르침: 새롭게 살아가는 훈련

아내와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 나는 실험하기를 좋아하고 
아내는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본 아뻬티'라는 요리 잡지를 오랫동안 구독했다.  종종 
침대에 누워서 레시피를 큰 소리로 읽기도 했다. 그러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는 배고파지곤 했다. 잡지 속 음식을 
꺼내 먹고 싶었다. 

그러면 '본아뻬띠' 잡지와 미국 헌법과  악보와 새 집 
청사진과 등산로 지도와 성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다 문서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소설, 신문, 블로그 포스트나 교과서와 다른 점은 무엇일
까? 일단 모든 문서의 공통점은 읽기이다. 순수하고 단순
하다.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
리고 실제로 아내와 내가 '본 아뻬띠'를 크게 읽을 때, 우
리는 몇몇 아이디어를 배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레
시피 대로 만들어 보지 않는다면 어떠할까? 우리 모두가 
읽기만 하고 실제로 요리해보지 않는다면?

요리잡지, 헌법, 청사진, 악보, 등산로 지도의 공통점은 
모두 행동을 위한 문서라는 것이다. 행동을 위한 문서의 
목적은 누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다. 
이 문서들은 우리가 식사를 요리하거나, 나라를 다스리

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집을짓거나, 등산로를 걷도록
돕는다.  어... 그렇다면... 

만일 청사진이 건축을 위한 것이고, 요리책이 요리를 위
한 것이고, 지도가 여행을 위한 것이고, 악보가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경은 무엇
을 하기위한 것인가?  

성경은 살기위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삶을 
건설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 축제처럼 삶을 살라는 레시
피이다. 하나님의 노래를 노래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 위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이다.  성경
은 어떻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
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119:1-2)

복, 축복, 행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
고 -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좋은 삶"이다.
  

•  만일 당신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 좋은 삶을 위한 레시피 
• 축복받은 삶을 노래하기 위한 악보 
• 즐거운 삶을 위한 지도 

시편 119장은 성경이 이를 행하도록 돕는 문서라고 말
해준다. 

신약의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감
은 유익함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모든 신
자가 능숙하게 살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선
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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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며 삶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짓는(마 7:24)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이 당신과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당하시고 옳은 통치자라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시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통치자시라는 복음을 믿으면-
, 삶을 이 복음 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생명의 길로 타인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 
28:19 메시지 성경)

전도는 가르침을 포함한다. 하지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가 수업을 통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요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가깝다. "사실을 아는 것"
이라기 보다는 "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좋은 레시피에서 
시작하지만,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은 요리 잡지를 
구독하는 것 이상이다. 

III. 참고 성경 구절
두 가지 번역본에 담긴 성경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6-20)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
시하셨다."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
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
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8 -20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종종 "대사명"이라고 불
린다.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드는" 복음을 선포
하는 임무를 맡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구절을 두 가지 다른 번역본(개역개정과 메시지 성경)
으로 읽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전
도는 항상 교육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도란, 예수님 안
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공정한 통치가 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는 항상 가르침과 함께 한다. 우리
가 "제자를 만들" 때, 세례는 항상 세례를 받는 이의 삶의 
방식에 대한 훈련과 가르침을 함께 한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우는 것은, 가르침이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기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와 영적 쇄신이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르침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제자 만들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안다. 

그렇다면 가르침, 제자 만들기 훈련 등은 어떠해야 하는
가? 나에게 있어 이것은 할머니의 부엌과 비슷하다. 

IV. 예화
할머니 부엌에서 요리 배우기

내 조부모의 성함은 마리아 에반겔리스티와 구이도 
에반겔리스티다. 할아버지는 이탈리아 루카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온 이민자였다. 할머니는 20 세기 초반 
가족들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후 태어났다.  

조부모는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레드우드 나무에 
둘러싸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낮에 레스토랑에서 나를 돌보았고, 
부모님은 일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다. 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둘러싸여 자랐다. 난 이탈리아 유산을 좋아했다. 
이탈리아 음식을 사랑했다. 나는 할머니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린양의 결혼잔치를 맡아 준비하게 할 
것이라고 할머니를 놀렸다.

가족적인 분위기 레스토랑에서 조부모님이 요리하는 
레시피는 화려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고향 레시피였다. 
레시피는 그가 자라면서 먹은 맛이었고 작은 이탈리아 
마을에서 가족이 그에게 먹였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가족 스타일 큰 식탁에서 서로 넘겨주면서 먹는 좋은 
음식이라는 가족 전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렸다. 오늘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지만, 사촌들과 나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 레시피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 음식에 담긴 깊은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주목해보자. 할아버지 가족 레시피였지만, 그것을 
전해준 것은 할머니였다. 우리 가족 음식 맛을 발전시킨 
것은 할머니의 식탁이었다. 옆에 서서 음식을 배운 것은 
할머니 부엌이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놀았지만, 밥을 
먹은 것은 할머니 집에서였다. 

할머니 라비올리는 여전히 내가 맛본 최고의 음식이다.  
그건 내게 사랑의 맛이었다. 요리는 할머니 사랑의 
언어였다. 할머니가 몇 년만에 일어나실 때, 사촌과 나는 
제발 요리책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 할머니는 절대로 
우리에게 요리책을 주지 않으셨고 그저 먹이셨다(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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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먹기는 했다.) 그리고 옆에서 요리하게 두셨다. 
우리 모두 가족 레시피를 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것도 써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촌들은 할머니 옆에서 
요리하면서 잘 보고 적어두었다가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컴퓨터에 워드 문서로 있다.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사촌, 조카, 내 아이들에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다음에 다 동의했다. 

우리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요리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할머니 음식과 사랑에 
빠진 다음, 부엌에서 요리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사촌과 나에게 있어, 그것은 할머니 식탁에 앉고 할머니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내 아이와 조카에게 있어서는 
가족 식탁에서 먹고 부모 옆에서 요리하는 것이었다
(후에는 내 사촌과 친구들과 함께 요리했다). 그들은 
이탈리아 가정 요리를 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것(요리와 신앙 둘다!)에 대해서 생각하고  

• "먹는" 것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8) 

• 사랑을 받는 동안 배우고 
• 타인이 축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가르침을 

전해 줄 방법을 찾아라. 

레시피는 요리를 시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좋은 레시피는 
고약한 실수를 피하게 해준다. 하지만 요리를 배우는 
것은 좋은 요리사 옆에 서 있고, 숙력된 요리사와 
레시피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즐기는 것 이상이다.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특히 
“제자로 삼고” “(사람들을) 삶의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 부엌에서 배우고 가르치던 수업들을 
생각해보자. 

V. 가르침이라는 습관
예수님 방식을 훈련하는 부엌 

•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기 전, 그들과 함께 먹으라.  
할머니 집에서 가진 추억 중 하나는 할머니에게 
갈 때마다 가장 처음 나오는 음식이 직접 만드신 
라비올리였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우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할머니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이는 사려깊은 사랑과 관심의 행위이다. 가르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웃과 친구들이 굶주린 부분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들이 
바라는 것을 배우자.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자.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되는 이 세상에서 아픈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가르침이 복음을 선포하고 
입증하는 우리의 사역 일부분이라면, 경청하는 것도 

가르침을 입증하는 일 중 하나이다. 선생이 되기 전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제자된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하자.  

•  레시피를 따르라. 하지만 또한 훌륭한 요리사와 
연습하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장 좋은 점은,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도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성경을 
나 자신만을 위해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제자의 수련생으로서 
성경을 읽기를 원했다.  이와 비슷하게, 요리를 배우는 
것은 레시피를 따르는 것 이상이다. 예수님의 방식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단지 정보를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선하고 
경험 많고 현명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제자됨은 깊은 관계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다.  배움을 사랑하고 같이 배우는 
이들을 사랑하면, 또한 앞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  그들에게 손가락을 맛보게 하여라.
사촌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 음식과 똑같은 
음식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에 불평하기만 했다.  
가족들은 "할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 없어. 음식 맛은 
할머니 손맛이라니까!" 한참 지난 후 내 친구이자 
동료 목사인 데레사 조는 손맛이 한국 음식에서도 
중요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같은 
양념이라도 그녀의 손가락으로 찍어먹었을 때와, 
엄마 손가락으로 찍어먹었을 때가 달랐다고 했다.  

맛이 달랐죠. 손가락에서 맛은 평범했지만 엄마 
손가락에서 그것은 꽉찬 맛이었습니다.  나는 단 
양념에서도 쓴 맛을 느꼈죠. 가족을 버린 남편을 
향한 쓴맛이었겠죠. 어머니와 자매를 떠나 시댁
으로 왔습니다. 야망에 찬 한 남성과 결혼을 한 것
이죠. 엄마는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미
국으로 가면서 첫째 딸을 한국에 놓고 가야했습
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세탁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한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이것을 손맛이
라고 부르는 데 이는 누군가의 손에서 나는 맛이
라는 뜻입니다. 한국 음식은 맨속으로 섞고 만들
어집니다.  손맛은 단지 요리 기술이 아닙니다. 공
동의 경험입니다.1   
 

조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모든 가르침이 공동의 경험인 
이유이고, 복음을 드러내려는 가르침이 투명하게 
개인적이면서도 가능한 자주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다. 빵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각 

1. 테레사 조에게 감사드리는 바, 이 과는 그녀의 2018년도 미출간 박사학위 
프로젝트에서 인용함. 허락을 받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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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과 맛을 
더하면서 전해진다.

•  단순하게 레시피만 전하지 말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거나 “만난 모든 
사람을 이 삶의 방식으로 훈련시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려 한다면, 성경을 보내거나 책을 쓰거나 
인터넷 방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배우는 동안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  제자됨은 완전히 관계적이고 
매우 실용적이다. 이는 복음을 실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지시를 실천하는 것"과 메시야이자 구세주인 예수님께 
개인적인 신뢰를 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지시, 이러한 
훈련은 선택받은 그룹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이, 멀리 있는 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VI. 토의 질문 

1.  시편 34:8은 말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가장 처음 기억은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과 
함께 있었나요?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준 이는 누구인가요?  

2. 어떤 차별점이 성경을 "실행을 위한 문서"라고 
생각하게 해주나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1:22를 읽어 보십시오. 이 구절은 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돕나요?  

3. 만일 "제자 만들기"가 "삶의 방식 훈련"이나 "예수님이 
명령하신대로 실천하기"라면, 전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4. "부엌에서의 배움"을 평가해보세요. 만일 당신 삶에 
받아들이고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이 중 어떤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VII. 마침 기도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맛보고 보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게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사랑하도록 도와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삶을 
타인이 살도록 알려주고자 열망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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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와 이 길을 
함께 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II. 친교의 실천
전도의 실천으로서의 친교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많은 이들은 전도를 주로 
언어적 소통의 훈련으로 보았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
고 전달해서 결국엔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전도의 이해와 함께 그 책임은 주로 목회자들이나 "
부흥사"로 규정된 특화된 설교자들에게 지워졌다.  아마
도 우리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들
어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
게 유익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의 사역이 예
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일이지 목회자들과 교회 지
도자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특별한 공동체, 교회의 공동의 책임이다. 

공동체 형성의 본질은 전정한 관계들을 세우고 양성하는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들에 관한 것이다.   그
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
람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가르치신 
가치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미국 장로교 헌법 규례서"장
로교 정치제도의 기초"2는 교회가 다음을 추구해야한다
고 규정한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소
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
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가 되어
야 한다... 2

믿음, 소망, 사랑과 증언은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루
어짐을 주목하라.

전도의 8 가지 습관

교제
빌마리 씬뜨론-올리비에리 & 호세 마뉴엘 카펠라-프렛츠

1 When the poor ones who 
have nothing share with 
strangers, 

when the thirsty water 
give unto us all, 

when the crippled in their 
weakness strengthen 
other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2 When at last all those 
who suffer find their 
comfort,

when they hope though 
even hope seems hope-
lessness, 

when we love, though 
hate, at times, seems all 
around u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1 Cuando el pobre nada 
tiene y aún reparte,

cuando alguien pasa sed 
y agua nos da,

cuando el débil a su her-
mano fortalece,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2 Cuando alguien sufre y 
logra la esperanza,

cuando espera y no se 
cansa de esperar,

cuando amamos aunque 
el odio nos rodee,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I. 개회 기도  

오 주님, 나의 입을 열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51:15)

“When the Poor Ones” (Pequeñas Aclaraciones) 1
(찬양하거나 가사를 읽을 수 있음.)

1. José Antonio Olivar & Miguel Manzano, 1970; George Lockwood 
번역, 1980, alt. Glory To God #762; 스페인어 판 El Himnario Presbite-
riano #378; 1-2 절.

2. 미국장로교, 규례서 (2019-2021), F-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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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맥킴에 의하면,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의 통치를 나타낸다. 예수께서 구체화하신 사랑과 용서, 정
의와 화해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공동
체는 '화평의 유대 관계 속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유
지'해야 한다 (엡 4:3). 교회는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미리 알게 하는 교제다."3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시각을 본 과에서 제시한다: 우
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길은 전도의 실천이다,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 신
약 성서는 이러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헬라어 코이노니
아를 사용한다.  코이노니아 는 믿음의 공동체의 상황에서
의 친교, 참여, 파트너십 혹은 성찬을 가리킨다. 

III. 참고 성경 구절
성경 속 친교에의 탐구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코이노니아의 실천을 살펴보기 전
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친교에 관하여 배웠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한 예를 누가복음 19:1–10에서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9:1–10

(잠시 본 성경구절을 읽어보자.)

삭개오는 1세기 유대지역의 세리였고, 세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멸시를 받았다.  첫째,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으로 억압하던 로마 제국 시스템의 일부였다.  둘째, 그들
의 (이방인) 로마인들과의 상황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제의
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셋째, 세리는 부정 행위와 과잉 
과세, 개인 착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인식되었
다.   "세리"라는 용어는 곧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일 정
도로 그들은 멸시를 받았다.   "괜찮은 사람" 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유대인 남자는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았음
은 물론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
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다.  삭
개오를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그를 바
라보셨고, 그를 인정하셨고, 심지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스스로를 초대하셨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자신을 하나
의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교리를 강요할 목적이 없이 접
근하셨음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그의 집에 그와 친교를 하
려고 들어가셨다.  그 진실된 친교의 요청은 남에게 "죄인" 
이라고 불리지만 예수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렸
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존 파블로비츠4는 "의제가 없는 공동체" 개념을 고찰하고, 일
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언가 판매하려는 목적
이 분명한 영업사원처럼 접근하는 것과 비교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업사원의 접근법이 아니라 친교의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셨고, 그들을 
환영하셨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갈망으로 열린 마
음을 보여주셨다. 

사도행전 2:42–47

(성구를 읽음으로 시작하라.)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동안, 그 
속편 - 사도행전 - 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성
령께서 인도하신 후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  사도행전 2:42- 47 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한 후
의 제자 공동체의 일상의 삶을 묘사한다.  하나님, 그리고 다
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구축되는 공동체를 자세히 묘사하
고 있다. 그것은 친교가 실천되는 공동체이다. 그 친교는 배
움, 예배, 함께 기도하기, 서로를 돕고 돌보기, 음식을 나누고 
자원들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주변의 사람
들에게 우호적인 효과를 남긴다.  로마 제국의 억압의 시기
에, 교회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다른 길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
을 구현했다.  이러한 설명은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
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는 구절로 결론을 맺는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주목
하라. 그것은 우리의 사역이 "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역
은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정직한 반응을 낳는다. 그것은 우리의 교
회 장부에 어떻게 새교우를 더할 것인지 집중하는 대신, 아마
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
를 실천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성장은, 언제
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IV. 예화   
가족: 코이노니아 이야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42)

제이5 는 수십년 동안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었다.  성공
한 사업가인 제이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
는 대들보였다.  그러나 동성애자로서, 그는 자신이 어린시
절부터 자란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죄받고 거부당했다고 느
꼈다.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었다 ... 듣기 좋은 사탕발림
은 없었다.  그는 그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
다. 편견이 그를 교회 밖으로 밀어냈지만, 사랑하시는 하나
님으로부터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 제이는 그 교회에서의 유년 시절의 풍성한 기억들, 
특히 성찬식의 물품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돕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제이는 성찬 주일에 다시 성전을 찾은 자
신을 발견했다.  가족 중의 한 명이 그가 참석해야 한다고 고
집하고 또 고집했다.  "이 교회는 달라," 제이는 이러한 말을 

3. Donald K. McKim, Presbyterian Questions, Presbyterian Answers 
(Louisville: WJK, 2017) 68.

4. John Pavlovitz, A Bigger Table: Expanded Edition with Study 
Guide (Louisville: WJK, 2020), Chapter 10.

5. 첫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저자의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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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ohn Pavlovitz, “A Bigger Table: Expanded Edition with Study 
Guide” (Louisville: WJK, 2020) 98.

7. Krin Van Tatenhove & Rob Mueller, “Neighborhood Church: 
Transforming Your Congregation into a Powerhouse for Mission” 
(Louisville: WJK) 34.

들었다.  그날은 (호세 마누엘) 내가 섬기는 중이었다. "성찬
에 더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제이가 앉아있던 좌석
으로 걸어가서 그에게 떡과 잔을 권했다.  그는 오랜간만에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제이는 우리와 점심을 함께 했다.  그 때, 
그는 이미 가족이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그에게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의 말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감정에 복받쳐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해한 말은 "너는 나를 받아줬어..." 였다.  "너는 나를 받아
줬어." 제이는 몇 년 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신앙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를 사랑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고 떠났다.  아무런 정죄와 판단없이 그를 포용하는 친교와 
성찬의 의미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랑의 하나님과의 영
적 관계를 회복시켰다.

...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
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
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b–47)

"안녕하세요, 미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키스... ."이
것은 소토 집안의 어머니인 알리나가 좋아하는 인사법이
다. 이러한 단어들은 언제나 포옹과 함께 온다.   그녀의 
남편인 루이스, 그리고 그들의 청년 자녀들과 함께 그들
은 소토 집안의 구성원들이다.  모든 연령층과 사회 계층
이 망라된 그들의 가족, 친척들, 친구들은 주일 아침 예배
당의 긴 좌석의 두 칸을 쉽게 차지한다.   이것은 그들이 가
족, 친구, 이웃들과 형성하고 구축한 관계들 때문이다. 우
리가 그들을 만나온 지금까지, 그들의 집은 숙박이 필요하
거나 대화와 집에서 만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쉼
터가 되어왔다.  최근 쿠바에서 온 가족으로부터 가족처럼 
지내는 지인들까지 소토 집안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필
요한 동안 자신들의 집으로 환영하였다.  루이스와 알리나
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
여주는 전형이다.  그들은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
인지 알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정확히 어떤 존
재인지 알수 있다. 친척 및 이웃 사이에서 관계를 맺기 위
해 노력하게 되면, 즉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받아들
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소토 집안의 
쾌활하고 관대한 마음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신앙공
동체의 축복이다. 

V. 친교의 습관:  코이노니아  

탐 베이글리 목사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의 구별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
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공동체 내의 다른 이들과
의 관계에서 성취될 수 있다."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친교
를 갖는 것은 목적, 시간 그리고 의도를 갖는 것이다.  서
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배려하며, 자원을 나누고 공유
하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양육함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습관을 제안한다. 

•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 
를  인식하라.
모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지닌, 하
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인식하라.5   하나님의 형
상대로 창조된 (창세기 1:27),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
떻게 그에게 접근하고 다루셨는지 볼 수 있다.  몇 장 앞
에서는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함하
여 그를 따르는 군중에게 주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10장에 
등장하는 율법사처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불
평하고 판단하던  구경꾼들은 입장아 바뀌었을 때 누가그
들의 이웃에 적합할 지 궁금해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게 이웃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존엄성을 인정받은 예
수님이라는 예를 알고 있다.   진정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
체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치는 "하나님
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위해, 제대로 보기 위해, 
암묵적인 편견과 편견을 의식하면서 성찰의 실제적이고 
정직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습관을 개발하
면서, 회중 혹은 개인은 문화적 감수성과 인종차별 반대
와 같은 영역에서 지도 혹은 훈련의 필요를 평가해야 할
지도 모른다. 

• 듣는 것과 집중하는 기술을  함양하라. 
이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은 관심을 쏟는 것과,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것, 몸짓 언
어의 뉘앙스,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대화
를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랍 뮬러, 그린 밴 태튼호브 
목사들은 이를 일컬어 "청취의 DNA"를 개발하기라고 한
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소재 리스닝 센터의 케
이 린달 목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
로 듣는 것은 새로운 이해와 공감의 시작이며, 그것은 공
동체의 감각을 더욱 깊고 넓게 한다." 7 하나님 그리고 다
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때, 삶의 이야기, 진
실들, 경험들, 필요, 상처 그리고 슬픔을 듣는 것은 중요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 선교 및 
프로젝트,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고 어
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절실히 필
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들
을 더욱 가깝게 하고 선교를 진전시키면, 새로운 생각들
은 반드시 풍성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할 때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발전
시키는데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듣기와 집중하기를 연습
할 수 있는지 고려하라.  느긋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며 주의깊게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
과 전자 기기 혹은 활동 등으로 분주한가? 당신과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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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다른 이들과 당신 안의 성령님에게 귀기울이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  다른 이와의 연계를 위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관
계를 맺으라.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친교를 갖는 것은 
목적, 시간 그리고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 공동체에서 최
소한 한 사람 혹은 가정과 연결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 그
들은 이웃, 직장 동료, 동료 학생,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중에, 선
을 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경계와 인격을 존
중하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강건
케 하며 생기있게 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며, 사람들의 삶
을 더 낫게 하는 활력있는 우정을 만들기 원하고,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원한다.   이 관계를 맺으려면, 존 
파블로비츠가 한 말을 생각해보라: "제자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가 늘 다루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예수님의 온
전한 성육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8

지혜자에게 하는 말: 이러한 습관들은 상호 의존
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예컨대,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해 더 배울 필요를 깨달게 될 것이다. 

VI.  토의 질문 

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교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공동체에서 진정한 
친교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가?

2.  존 파블로비츠의 말을 생각해보라: "제자를 만드는 최고
의 방법이 우리가 늘 다루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예수
님의 온전한 성육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 당신 혹은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예
수님의 충만한 성육신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 이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
을 나누어 보자. 

3.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해롭고 
생명을 고갈시키는 신앙 공동체나 그룹의 일원이 되어
왔다. 힘을 실어주고,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사랑
과 은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친교를 추구
하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해
롭게 되거나 생명이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안
전한 공간과 건강한 관계를 보장하는 영적인 그리고 그
밖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라. 

VII.  마치는 기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이름에 있
도다.   
(시편 124:8)

“When the Poor Ones” (Pequeñas Aclaraciones) 9
(찬양하거나 가사를 읽을 수 있음.)

3 When our joy fills up our 
cup to overflowing, 
 
when our lips can speak 
no words other than true, 
 
when we know that love 
for simple things is better,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4 When our homes are 
filled with goodness in 
abundance,  

when we learn how to 
peace instead of war, 

when each stranger that 
we meet is called a neigh-
bor, *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then we know that God 
still goes that road with us.

3 Cuando crece la 
alegría y nos inunda, 

cuando dicen nuestros 
labios la verdad, 

cuando amamos el sen-
tir de los sencillos,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4 va Dios mismo en 
nuestro mismo caminar. 

cuando alguien donde 
hay guerra pone paz, 

cuando “hermano” le 
llamamos al extraño,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va Dios mismo en nues-
tro mismo caminar,

하나님,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
신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모
든 사람이 “형제,” “자매” 임을 알고 그들 안에서 당신의 형
상을 보게 하소서.  사랑과 실천의 본보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better translation could be “sibling.” You 
may wish to substitute the word when reading 
or praying.

8. John Pavlovitz, “A Bigger Table: Expanded Edition with Study 
Guide” (Louisville: WJK, 2020) 100.

9. José Antonio Olivar & Miguel Manzano, 1970; George Lockwood 
번역, 1980, alt. Glory To God #762; 스페인어 판 El Himnario Presbite-
riano #378; 3-4 절.



전도의 8 가지 습관  |  29

I.  여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존
재는 모두 당신의 풍성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
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고 거저 주는 손을 열게 하셔서 우
리의 습관,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가 당신의 사랑을 반
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관대함을 통해, 다른 이들이 당신
의 부요한 사랑이 그들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
소서.  그리고 온 세상이 찬양과 기쁨 가운데 노래하게 하
소서.  아멘.

II. 관대함의 연습
관대함: 미덕의 태동지

관대함의 정의는 꽤 단순하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댓
가를 바라지 않고, 풍부하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다.  양
쪽 다 필수적이다. 관대함은 반드시 댓가없이 베풀어져야 
하고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후하고 포괄적
이어야 한다.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의 작은 헌금에서 배
웠듯이, 작은 선물 조차도 풍성해 질 수 있다!  

사람들을 이끄는 관대함은 질과 특성에 있다.  관대한 사
람은 곁에 있기 좋은 사람들이다.  인색한 사람은 곁에 있
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것은 모두가 즉시 인식하는 현
실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서 두 가지 모두
의 예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몇몇은 아주 관
대한 할머니와 괴팍한 구두쇠 삼촌을 가지고 있거나, 어
쩌면 더 많은 일을 하는 동료와 또 원한을 계산하는 다른 
동료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다양하
다. 그러나 그 패턴은 매우 익숙하다.   

관대함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그들이 "관대함의 역
설"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규정해왔다. 그것은 이상한 
그러나 일관된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당신의 것을 아낌없
이 주는 것은 사실 당신에게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후하게 주는 사람은 결국 더 충만하게 축복으로 
채워진다.  결론적으로, 주는 것은 받는 것이다.1

어쩌면 너그러움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전
파력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해심 많은 관대함에는 추
진력과 에너지,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전역의 
NPR 라디오 방송국의 기금 모금 행사에서 흔히 보고 있

다.  기부자는 다른 사람의 기부를 격려하기 위해 "도전 
기금"을 기부한다.  자녀에게 너그러움의 모범이 되는 부
모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결실을 맺을 멋진 관대함의 습
관으로 다음 세대에게 씨를 뿌리고 있다.  

게다가, 관대함은 두드러지게 사교적으로 나타난다. 관
대함이 나타날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
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관대함은 마치 따
뜻한 태양 광선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끓는 물이 담긴 
잔에 넣은 찻잎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집안을 가득 채
우는, 오븐 안의 애플파이의 향과도 같은 것이다.  관대함
은 친절, 감사, 환대, 소망, 신뢰, 그리고 동정심과 같은 많
은 덕목들의 일종의 태동지다. 그러한 모든 덕목들은 관
대함의 따뜻한 빛 아래의 작은 병아리와도 같은 것이다.   

관대함의 다른 특질 혹은 덕목은 공감이다. 관대한 사람
은 공감하는 사람이다. 그는 듣고, 주목하며, 호기심이 많
고 다른 이들의 실제와 겸험에 넓게 열려 있는 사람이다.  
전도 역시 특질이 있다.  전도의 중심에는 기독교 정신의 
물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공감과 열림이 자리잡고 있다. 전
도에 헌신하는 회중은 역시 그들의 이웃이 세계 어디에 
있던지 그 이웃들에게서 배우고 듣는 회중이다.  

관대함은 종종 주로 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돈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들의 주요 지표라는 사례는 
분명하다.  예수님 자신도 돈의 축적에 집착하는 것의 위
험성을 지적하실 때 그 사실을 지적하셨다.  그분은 말했
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
복음 6:21).  그렇다. 관대함은 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시간과 에너지, 재능, 관계, 헌신에 관한 것
이다.  관대한 마음은 행동과 태도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그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확대시킨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을 주신 분이고, 모
든 인간의 관대함과 그에 따르는 덕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
적인 신학적 주장으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관대
함에서 온다. 이것은 때때로 기억하기 어렵다.  어찌됐
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무대 뒤에
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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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 밴 디크

1. 이는 Christian Smith and Hilary Davidson 의 책, The Paradox 
of Generosity; Giving We Receive, Grasping We Lo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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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기나무나 불기둥 혹은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는 경우
는 매우 드물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참을성있게 일하신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인간
적 관대함의 드러냄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때, 우
리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다.  

III. 참고 성경 구절
관대함의 성경적 소명과 사례들 

성경은 인색한 기부자와 후한 기부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전자의 예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허세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경에
서 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지 않은, 마리아의 조용한 남
편 요셉은  예수님의 삶에 그늘진 조연 역할을 한 관대함
의 흔치 않은 예이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녀를 버리지 않
고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깊은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용기와 확신에서 나온 놀랍
도록 관대한 행동이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
께 드리는 소년의 이야기 역시 관대함의 또 다른 이야기
이다.  이 이야기는 관대함이 어떻게 종종 소망과 기대로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이 소년은 예수께서 그의 점심으
로 무엇을 하실 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그 소년은 소망
과 기대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떡과 생선의 작은 선물
이 수천명에게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엄청난 선물을 만
들었다.   관대한 사람들이 줄 때, 그들은 움켜쥐거나 통
제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
고 발끝으로 서서 소망한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은 지속적인 관대함의 표출이
다.  그는 외부인, 여성, 어린이,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 
로마 군 장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소외된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치고, 치유하며 세상을 통과하시던 예수님의 행보는 
넓은 관대함의 본보기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종종 용서와 용납의 이
야기로 표현된다 - 그리고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아마도 
용서와 용납을 가능하게 만든 아버지 안에는 더 깊은 특
질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특질은 관대함일 것이다.  
작은 아들의 반항과 큰 아들의 유감을 향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관대한 마음이었다.  이것은 건강
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다.  관대한 공동체나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며 치유하
고 앞으로 나아가는 탄력성과 능력이 있다. 

IV. 예화
관대함의 역설 - 현대의 예시들

관대함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난다. 우리는 교육

을 장려하고 세계적인 질병과 싸우는 데 막대한 돈을 쏟
아 붓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관대함에 감사한
다. 전생애 동안 한결같고 조용하게 같은 로펌에서 67년
간 근무한 실비아 블룸 뉴욕시 법률사무관의 이야기도 관
대함을 보여준다.  그녀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녀는 팔백만 불의 기금을 교육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에게 
남겼다.  그녀의 친구들과 전 동료들은 매우 놀랐다.  보
통사람처럼 보이는 그녀가 그런 기금을 남길 수 있는 사
람인지 아무도 몰랐다.  같은 종류의 일관된 관대함은, 종
종 조용하게, 교회와 자선 단체에 충실히 십일조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관대함은 단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관대함의 예는 대학 총장이었던 어빙 프레슬리 맥페
일 박사의 삶과 죽음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하고 휴식을 취하는 71세의 나이에, 그는 2020년 여름 노
스캐롤라이나의 역사적으로 고군분투하는 흑인 대학인 세
인트 어거스틴 대학교의 총장 역할에 발을 들여놓았다. 세
인트 어거스틴은 그들의 졸업생들을 직장인의 삶으로 들
어갈 수 있게 격려하고 돕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그러
나 예산은 매우 빡빡했고 학생들의 숫자는  줄고있었으며 
COVID-19은 창궐하고 있었다.   맥페일 박사는 이 분투하
는 학교에 되돌려주고 이 학교를 섬기기를 원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이곳이 내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장소요." 맥페일 박사는 모든 유행병 예방조치를 행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에 감염되었으며  불과 며칠 후 그 학교
에 재직한 지 3개월 째에 COVID-19로 세상을 떠났다.  그
리고 나서 그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관대하고 넓
은 비전을 가진 친절한 지도자, 학생의 성공을 위한 끈질긴 
격려자, 많은 다른 흑인 젊은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로 결심한 흑인 지도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로 한 것이 그의 관대함의 증거이다. 이는 전염병
이 확산된 시기에 시의 적절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 가족
들, 공동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V. 관대함의 습관들

관대함의 미덕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
로, 심지어 고집스럽게 주는 것이라고 관대한 사람들은 
종종 언급한다. 청지기직 서약서를 작성한 뒤 그 서약서
를 이행하기 위해 자동 기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그 예
다. 그들의 도시에서 어려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회중들은 또 다른 예이다. 
30년 동안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
는 자원봉사자는 또 다른 예이다.  각각의 예에서, 헌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된다.  각각의 예에서, 관대함의 
역설이 경험된다. 주면 되돌아온다. 

• 정기적인 기부.
정기적으로 주는 것-돈, 시간, 에너지, 자기 자신을-은 관
대함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완전히 
성장한 관대함은 가끔식 발생하거나 때마다 반응하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나 사회에 깊이 뿌리박히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
숙한 관대함은 규율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 말콤 글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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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llary Francis, “They sold First UMC and put up a tent in the 
parking lot,” Christian Century, August 8, 2018, https://www.chris-
tiancentury.org/article/interview/they-sold-first-umc-and-put-tent-
parking-lot.

3. Ronald J. Sider, “Just Generosity; a New Vision for Overcoming 
Poverty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 1999).

4. 같은 책. p. 221-222.

웰은 일만 시간의 연습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단번
에 유명해졌다.  관대함을 마스터하는 것은 평생의 목표
이지만 그것은 정기적이며 훈련된 기부를 통해 실천될 
수 있다.

• 공동으로 하는 행동.
관대함의 또 다른 행동은 공동의 행동이다. 관대함은 혼
자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천
되고 완성된다. 회중은 종종 관대함을 함께 실천하는 공
동체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회중은 그것은 특별
히 생생한 방법으로 실천했다.  1980년대로 돌아가서, 로
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제일연합감리교회는 그
들의 역사적인 교회 건물을 매각해 근처의 노인 공동체
의 친교실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건물 매각 수익금은 인
근 지역의 저렴한 주택과 1세대 히스패닉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장학금으로 지원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더
욱 분명히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일년 내내 온화한 기후
에 힘입어 그 회중은 이제 교회 건물 옆 주차장에 마련된 
큰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주차장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소유이다.  그 교회의 목사인 맨디 슬로운 맥
도우는 말한다. "교회는 소수민족, 이민자, 난민을 환영하
고, 사회 정의를 위해 체제 전복적인 행동을 한 역사가 있
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교회는 올바른 일
을 하라고 비난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2 관대함
의 습관은 이 회중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 공감과 호기심.
관대함은 진실하게 보고 듣는 능력에 달려 있다.  호기심
과 개방성으로 타인의 경험을 배우는 것도 관대함의 또 
다른 습관이다. 선교 여행은 종종 신도들의 삶에서 이런 
습관을 길러준다.  선교 여행은 때때로 "빈곤 관광"과 후
원자의 문화적 권력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될 필요는 없다.  통제가 아니라 
배움의 시간, 문화적 지배가 아닌 문화적 통찰의 시간으
로서 형성된 선교 여행은 진정으로 회중의 신앙적 습관
에 정보를 주고 그것을 형성할 수 있다.  현명한 목사와 
원로, 평신도 리더는 이러한 경험을 형성하여 때때로 나
타나는 지속적인 통제 패턴을 피하고 대신 학습과 성장과 
변화의 패턴을 배양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관대함
은 싹트고 꽃을 피운다.   

워싱턴 D.C에서 수십년을 사역한 론 사이더는 불의, 전
세계적 기아와 빈곤에 대해 말한다.  그는 "기아의 시대
의 부유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는 또한 관대함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단지 관대함"이라
는 책이 그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인 관대함을 구축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3 
그는 "관대한 기독교인 서약"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매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매주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을 잘 알게 되는 자원봉사 시간을 갖기, 매월 국가적, 세
계적 빈곤의 복잡한 실제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해마
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깊게 묵
상하고 나의 우선순위와 습관을 재점검하는 피정의 시간
을 갖는 것이다.4

이것들은 관대함의 실천을 심화시키기 위해 혼자 또는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습관들이다. 우리는 실
천과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관대함은 
본질적으로 반문화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소 문화," 
즉 양극화된 의견과 토론을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서로 조심스레 주의하는 대신 서
로에게 외치는 것 같다. 우리 문화는 섬기는 대신 지배를, 
듣는 대신 낙인을 찍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거부하는 
것을 우선시해 온 것 같다. 이러한 문화적 패턴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해를 끼치는 잡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러
한 패턴을 우리의 교회 문화와 기독교 기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반문화적인 행
위이며 폭력에 급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
는 수단이다.  

VI. 토의 질문 

1.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신분을 기록하십시오- 
직장인, 가정주부, 부모, 자녀, 교회 장로, 은퇴자, 배우
자, 자원봉사자 등. 각 신분을 가지고 관대함을 실천하
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2.  돈은 우리에게,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독립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 자연스
러운 충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
동체를 위한 헌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행동
할 수 있는가?

3.  베푼 경험을 되새겨보라.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관용
의 역설"의 패턴을 볼 수 있는가? 자유롭게 베풀 때, 당
신은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받고 있는가?

4.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확
인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닮을 수 있는가? 

5.  마태복음 12장의 작은 소년은 두 개의 빵과 다섯 마리
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시간, 기술, 돈, 관계 및 헌신과 같은 광범위
한 자원을 생각해 보라.  

VII.  마치는 기도 

관대하신 하나님, 매일마다 제가 이러한 사랑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눈을 감고 다른 사람
의 요구에 귀를 막고 싶을 때, 대신 새로운 헌신에 마음을 
열어 주소서.  내가 봉사하기를 망설일 때, 나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주소서.  오늘 누가 내 안에서 관대함의 선물을 
보고 그 넓은 범위 안에 닿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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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어 D. 레너드 목사는 목사, 교사, 
컨설턴트, 커뮤니티 활동가, 21세기의 
차별 폐지론자다. 샤니어는 13년 넘게 
미국장로교의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장로교 젠더 정의 및 인종 정
의 담당자로서 정의의 문제를 위해 사
역하고 있다. 샤니어는 인종차별, 동성
애 혐오, 백인우월주의,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활동하
면서, 교단이 좀더 포용적이고 교차적
인 현실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필라
델피아 출신으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학
사 학위를 받았고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도시 사역으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
았다.  샤니어는 서부 펜실베니아의 유
일한 흑인 신앙 공동체인 JUDAH Fel-
lowship의 설립자이자 목사로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의 신앙 및 정의 관련 문제 
해결을 이끌어왔다.

브루스  레이스 차우 목사는 저술가, 연
사, 아버지, 컨설턴트, 코치, 팟캐스터, 
목사다. 그는 신앙, 첨단 기술, 인종, 육
아, 교회 문화에 대해 강연하고 저술하
고 있다. 그는 현재 팔로알토 퍼스트 장
로교회의 목사이며, the Convergence 
Network의 시니어 컨설턴트이고, 갤
럽 인증 강점 살리기 코치다. 그는 또 
“BRC & Friends” 팟캐스트를 운영하
고 있으며 네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의 
최근 책은 “In Defense of Kindness: 
Why It Matters, How It Changes 
Our Lives, and How It Can Save 
the World” (Chalice Press, 2021) 이
다.  그는 활발히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
는데 @breyeschow를 통해 그의 사회 
관계망에 연결할 수 있다.

아이샤 브룩스-라이틀 목사는 2018년
도에 그레이터 애틀랜타 노회의 노회 
총무로 사역을 시작했다. 84개의 교회
와 26개의 새 예배공동체를 섬기면서, 
폭넓은 문화적 다양성과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는 노회 내의 교회들과 지도
자들을 격려하며 섬기고 있다. 필라델
피아 출신인 아이샤는 웨인 장로교에서 
중고등부 디렉터로 상당 기간 섬기다
가, 2005년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필라델피
아, 뉴저지, 뉴욕에서 다양한 교회에서 
일한 후, 2013년도에 웨인 장로교회로 
돌아왔다. 웨인 장로교회에서 선교 목
사로 섬기면서, 그녀는 필라델피아 남
서부 지역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예
술 및 교육센터, The Common Place
와 새 예배공동체를 시작했다.

 
조지아 주의 맥도너에서 18년간 목회
한 후, 탐 베이글리 박사는 2003년도부
터 애틀랜타의 해밀턴 밀 장로교의 개
척목사로 섬겼다. 2015년에 그는 미국
장로교의 1001 새 예배공동체 운동 전
도자로 청빙받아 테네시 주의 차타누가
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사
역하고 있다. 현재 탐은 테네시 주의 노
만디에서 작은 장로교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교회 부흥과 전도와 관련해 코
칭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탐은 밴더빌
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조
지아 주의 드캐터에 있는 콜롬비아 신
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
다. 탐은 결혼 및 가정 상담사인 린과 
결혼했다. 이들에게는 결혼한 세 명의 
자녀와 세 명의 귀여운 손주들이 있다.   

랄프 C. 바수이 왓킨스, MFA, D.Min., 
Ph.D.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전도 및 
교회 성장학 교수다.  그의 연구는 청
년과 교회를 연결하여, 정의 사역을 감
당하는 21세기 교회에 맞는 미래의 지
도자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자, 전문 사진사, 자료 기록가, 목사, 
인기강사, 워크숍 리더로서 랄프는 교
회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
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그는 디지털 기
기를 잘 활용해 가르치는 리더로서 명
성이 높다.. 20년간의 목회, 교육, 행정 
경험을 겸비한 랄프는 적극적으로 가
르치는 학자로서 250개의 출판물과 컨
퍼런스 강연을 했다. 또 “The Future 
of the African American Church” 
(Judson Press, 2014)을 저스틴 웨스
트와 공동 저술했다.

전도의 8 가지 습관: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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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드 볼싱어 박사는 드프리 센터 교회 
리더십 센터의 상임이사, 드프리 리더
십 센터의 시니어 펠로우, 풀러 신학교
의 리더십 교육 부교수다.  타드는 풀
러 리더십 플랫폼의 설립자로서 온라
인 교육 및 리더십 개발에 대해 혁신적
인 접근을 하고 있다. 또 그는 풀러 신
학교의 부총장으로 6년을 섬겼다. 그
는 다섯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의 
하나는 “Canoeing the Mountains: 
Christian Leadership in Unchart-
ed Territory” (IVP Books, 2015)이
다.  27년동안 목회한 후에, 그는 현재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기업, 
비영리기관, 교육 기관, 교회 기관 들의 
혁신 리더십을 위한 코치로 일하고 있
다. 그의 블로그와 기타 다른 자료들은 
depree.org/church에서 볼 수 있다.  

빌마리 씬뜨론 올리비에리 장로는 신디 
콜만  목사와 함께 미국장로교 223회 총
회 (2018) 공동총회장으로 섬겼다.  교
육자로서, 또 장로교 장로로서, 그녀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를 섬겼다. 그녀는 2017년도에 트로피
칼 플로리다 노회의 의장이었다.  빌마
리는 교육학 학사 학위 (ESL)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영어와 ESL
을 전세계에서 온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현재 그녀는 노회 리더십 위
원회의 위원이며, 미국장로교 출판국 
이사, 연금금 프로그램인 CREDO 팀의 
컨퍼런스 진행자로 섬기고 있다.

호세  마누엘 카펠라 프랫츠는 마이애
미의 제일 스페니시 장로교의 목사로, 
그의 아내인 빌마리 신뜨론 올리비에리 
장로와 함께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다.  
그는 또 미국장로교 연금국 CREDO 프
로그램의 강사다.  호세는 1996년도에 
안수를 받았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인
터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학
위를 받았고 Seminario Evangélico 
de Puerto Rico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
를 받았다. 또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카
구아스와 아토레이에서 교회들을 섬겼
고, 지역과 교단 차원에서 미국장로교
를 섬겼다. 

리앤 밴 디크 박사는 콜롬비아 신학 대
학원의 총장으로 2015년 7월부터 섬기
고 있다. 그 전에는 웨스턴 신학 대학
원, 샌프란시스코 신학 대학원, 또 캘리
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그래듀어트 신학
원에서 가르쳤다. 그녀는 캘빈칼리지 (
학사), 웨스턴 미시건 대학교 (석사), 캘
빈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에서 학위
를 받았으며, 프린스턴 신학 대학원에
서 조직 신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최
우등으로 받았다.  그녀는 또 미국 신학
교 협회 이사회 회원, 미국장로교 신학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미국장로교 내의 
신학 및 예배 사무처와의 재교육 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미국장로교 교리 위원회의 위원
이었다. 이 위원회는 1998년도에 그 임
무를 완수해서 몇몇 책을 출판했다. “A 
More Profound Alleluia: Theology 
and Worship in Harmony” (Eerd-
mans Publishing Co., 2005) 를 그
녀가 편집했다. 학자, 전문 사진사, 자
료 기록가, 목사, 인기강사, 워크숍 리
더로서 랄프는 교회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다. 그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해 가르
치는 리더로서 명성이 높다.. 20년간의 
목회, 교육, 행정 경험을 겸비한 랄프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학자로서 250개
의 출판물과 컨퍼런스 강연을 했다. 또 
“The Future of the African Amer-
ican Church” (Judson Press, 2014)
을 저스틴 웨스트와 공동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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