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전도 :  있으라 
마태 11:28-30, 야고보서 4:8, 누가 10:27-28, 사도행전 17:16-34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의 희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안의 삶에 대한 좋은 소식(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아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들에게 접근하시면서(선재은총) 그리고 우리의 초청은 그 
분과 연결되어 이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예수께 가는 것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예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젊은 부자 관원, 혹은 아덴에서의 바울과 같은 이야기들에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 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하라  
누가 4:14-21, 마태 28:18-20, 누가 10:27-28, 고린도전서 11:1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삼기에 대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와 이미 
존재하시는 그 분의 임재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존재하는 것의 결과는 복음을 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상황화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변치 않는 표준적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주인이신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로 나아갑니다. 
제자도는 그 자체 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긴장 속에서 실천이 될 때 
가장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그런 후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 때, 바로 그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왔고 성장하기 위해 선택해 온 방법들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으로 누군가를 멘토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발굴: 가라  
디모데전서 4:11-16, 마가 6:1-12, 마가 1:14, 마태 10, 요한 1:1-5, 14, 누가 4:43, 
마태 19:16-30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따르는 여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하나의 예술적 형태에 대해, 우리는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리더들은 종종 도중에 만들어지며, 또한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언제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타인들과의 관계들이 계속 변화하는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좋게 인도하는 자는 또한 잘 따르는 자입니다. 우수한 리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이 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며,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좋은 리더십의 개발은 ‘보내짐(s e nt-
ne s s )’이라는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혹은 지구 반대편이든지, 우리는 항상 여정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보내지며, 발전 중이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짐의 자세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세심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리더들은 보내질 때 가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시간에 대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리더십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순종, 믿음,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감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