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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은 타 문화권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이다. 본 과목의 목적은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 개척의 이론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습 결과 (STUDENT LEARNING OUTCOME):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1)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교회 개척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2)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한다. 

(3)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한다. 

(4)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과 교회 개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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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피터 와그너 -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설립하

는 것이다” (The single most effective evangelistic methodology under heaven is planting new 

churches) (C.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0, p. 11). 

• 랄프 윈터(Ralph D. Winter) -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회들을 개

척하는 것이라는 것이 최근 계속하여 내게 더욱 분명해졌다. 회중들을 돌보고, 먹이

고, 재생산하는 것이 모든 고안(考案)들과 수단들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활동이다”. 

(“Gimmickitis,” Church Growth Bulletin, January 1966;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urch Growth (Third E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ing Company, 

1990, p.34) 

• 데이빗 헤쎌그레이브 (David J. Hesselgrave) -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일이 무

엇인가? 모든 족속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산 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 지속적

인 증거의 수단이 될 교회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의 완전한 신부의 한 부분이 될 교회들—을 이 세대나 다가올 세대에 보는 것이다.” 

(David J. Hesselgrave,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p. 65)

•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 - “선교의 목표는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

체 속에 참으로 토착화된 교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Third E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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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진 -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종종 자국의 교파를 이식시

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척된 교회는 그 민족의 교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어느 민족에게나 기독교가 외래 종교로 남아 있는 한 기독교는 그 민족의 종교

가 되지 못 한다. 그리고 그 민족의 교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민족을 복음화하

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종사하는 선

교사들은 세워지는 교회가 그 민족이 자신들의 교회로 받아들이는 토착교회가 되도

록 해야 한다. (조동진, 민족과 종교, 서울: 도서출판 별, 1991, 406쪽.)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건강하고도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들을 개척하

여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리라”(마 16:18). 

• 사도들 -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

선교사들의 본질적인 과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

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건강

하고도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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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교회는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를 말하며, '자치'하는 교회란 처음부터 그리스도

의 지도 아래 교회의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는 교회를 말하며, '자립'하는 교회란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를 그 교회의 교인들 스스로 담당하는 교회를 말하며, 그리고 '자전'하는 

교회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잃어버려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적어도 어

떻게 사역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좌절감을 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마감한다. 그리

고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의 방향, 준비, 그리고 본국에서의 적절한 훈련이 없이 선교지로 

나감으로 사역의 별 효과 없이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선교

지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것인지 바른 이

해를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과정은 목회자와 기독교 교육 담당자 등 국내 사역에 임할 사역자

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짜여진 것이므로 선교학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타 문화권에서 교

회를 개척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본국에서는 유

창한 설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타 문화권 의사전달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과목은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설립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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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교회의 사명
(THE MISSION OF THE CHURCH)

1.1.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 성취 (Implementation of Christ’s Great 

Commission)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

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성취하

는 것인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종래 교회의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 이

후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문화적 사명, 

곧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만을 교회의 사명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성

경이 말하는 교회의 포괄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 하나님의 나라 도

래는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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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의 나라 도래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관련이 있다. 땅 위에 있는 교

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기관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할 이유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의롭고 공평하게 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1.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

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사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103장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 (His kingdom)으로 만유를 

통치 하시도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우주적인 다스림, 그의 온 땅에 

대한 주권을 의미한다. (George Eldon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Perspectives, 

(Third Edition),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 65)

1.2.2.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로 

실현된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그

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

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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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그의 책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Jesus and the Kingdom of 

God)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다: 

(1)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이다.

(2)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출한다. 예수의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지 않

았다면 교회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교회는 과거와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들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4)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매개자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진 것처럼 교인들을 통하여 시행된다. 그리고

(5)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이다. 교회가 세계를 걸쳐 복음을 전파할 때 하

나님께서 누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누가 제외될 것인가를 결정

하실 것이다. (George E. Ladd,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New York: Harper & 

Row, 1964. pp. 111-119)

1.2.3.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관계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 보다 좁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

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

를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1.2.3.1.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 구원과는 서로 결부되어 있다.

피터 쿠즈믹 (Peter Kuzmic)이 그의 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에서 지적한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이란 용

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셨다.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A Theological Reflection,” The Church: God’s Agent for Change, ed. By Bruce J. Nicholls, 

Exeter, UK: The Peternoster Press, 1986, P.56)

마가복음 10장 17-31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관원과 예수,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께 나아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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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

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대답하셨다(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23절) 하시고, “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

라” (25절)라고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

는가?”(26절) 하고 물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

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

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30절)라고 대답하셨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동

일시 하셨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 곧 젊은 부자 관원과 제자들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고, 예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영생” 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는 “사람이 ‘거듭나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3:3),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5절). “이

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 하심으로(15절) ‘하

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결부시키셨음을 볼 수 있다. 

1.2.3.2.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구원, 곧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크고 포괄

적인 것이다.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

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마 6:33).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하

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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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 11:20).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

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4-26).

위 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재림으로 완

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

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1.2.5. 천국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9).

위 말씀들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기관인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와 책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책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1.2.6. 교회의 전도와 선교사역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만민 위에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이었음을 볼 수 있다. 

1.2.6.1.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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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예수의 하나님 나라 도래 선언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

1.2.6.3. 열두 제자의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

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며” (눅 9:1-2).

1.2.6.4. 빌립의 하나님 나라 전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

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행 8:12). 

1.2.6.5. 바울의 하나님 나라 전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

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

이 없었더라”(행 28:30-31).

이상의 말씀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 열두 제자들, 빌립, 그리고 바울의 주된 사역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

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7.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며,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

포할 책임이 있다. 집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1.2.7.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

“나라이 임하옵시며”(마 6:10).

우리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심을 볼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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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하나님의 나라와 의 추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의. 식. 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하나

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1.2.7.3. 하나님 나라 전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와 선교활동을 통하

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마 24:14).

1.3. 예배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

대 위임령 수행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다. 왕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은 구원 받은 우리가 개

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로운 삶--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

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마 6:33). 

1.3.1.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

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상 16:2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

하시도다” (시99:4).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 4:10)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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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 7장 9-12절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

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

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

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계 7:9-12).

존 스타트는 “하나님은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 (Worshipping Community)와 증거하

는 공동체 (Witnessing Community)가 되도록 설립하셨다”고 말하였다(1995:271).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예배 없는 선교나 전도는 생각할 

수 없고, 선교나 전도가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 없다. 예배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

할을 감당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얻은 힘을 가지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

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릭 워렌 (Rick Warren)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Driven Church)에서 

대 위임령과 지상명령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로 요약하였다: 

(1)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2)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위해 존재한다. 

(3)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4)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한다. 

(5)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Rick Warren, Purpose-Driven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 pp.102-106). 

그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첫 번째 사명으로 꼽았다.

1.3.2.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

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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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하고 물어온 율법사에게 신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교회는 잃어버

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구속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

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일은 성실

하게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을 통한 예배는 등

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

께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1.4. 대위임령 수행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 (The Place of the Churc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at Commission)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

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

엡 1:22-23).

1.4.1.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for the Church)

데이빗 헤쎌 그레이브는 교회 개척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다 (마 16:16-18).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

을 때 교회가 태어나 성장하도록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 

(엡 5:25).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거나 “불러내고 계시고” 교

회의 마지막 나타남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엡 5:26-27). 그가 다시 오실 때 하

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살전 4:13-18; 계 4:6). ……그러므

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후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셨다 (엡 1:19-23). 성자께서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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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므로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준비하셨다(행1:4-8)" (David J. Hesselgrave,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Il. Baker Book House, 1980, pp. 21-22).

 

제자들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누가는 우리에게 오순절 후에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행 2:47)고 알려주고 있다. 그는 핍

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

파”(행 8:4) 함으로 신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들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

고 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안디옥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행 11:21). 바울과 실라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

을 든든히 할 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행16:5). 이처럼 사도들의 사역이 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명백한  

사실이다. 

"예루살렘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행11:22, 25-26).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교회의 필연성을 말하기를: 

“이제 나는 교회에 관하여 논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

으기를 기뻐하신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로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으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함 뿐 아니라, 그들이 성숙해 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목

표에 이르도록 어머니와 같은 돌봄으로 안내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마 10:9).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그리고 하늘 예

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칠 때 증거 하였듯이 교회는 율법 아래에서 만이 아니

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그러하다[갈 4:26]” (IV,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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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바울과 교회 설립 (Paul and the Church Planting) 

교회의 사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는 바울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한 모델이었으며 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

었다고 믿는다.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설립과 발전이 바울의 주된 임

무이었음을 배울 수 있다.

로랜드 알렌 (Roland Allen)은 바울의 주된 임무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고 하

였다.

“10년이 조금 넘게 성 바울은 로마 제국의 4개 지방, 곧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

야 그리고 아시아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주후 57년 이전까지 바울은 마치 그의 사

역이 그 지역에서 완성된 것처럼 말할 수 있었고, 그가 설립한 교회들이 그의 인도

나 지원이 없으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서쪽 끝까지 넓은 범위

에 걸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3).

 

헤쎌그레이브 (David Hesselgrave)는 말하기를:

“그러나 바울의 주된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들이 설립

되었을 때 완수 되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배

가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은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

은 사람이었고, 그의 많은 후배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초지일관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넘치는 에너지와 비범한 역량을 예수 그리스

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렸다”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Baker Book House, 

1980: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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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강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CHURCH PLANTING AND CHURCH GROWTH)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

리라” (고전 3:6-8).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이란 용어의 어원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

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하였다.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 이

란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

음을 전하는 일, 결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 사역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일, 교회

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등을 포함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 곳을 

떠날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재생산하도록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

한다 (Greg Livingstone,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3, pp.72-73).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20

2.1. 교회 개척

4복음서(마 28:19; 막 16:15; 눅 24:47-48; 요 20:21)와 사도행전(1:8)에 기록

된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에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제자 

삼는 사역,’ ‘복음전파 사역,’ ‘증인의 사역’과 기타 다른 사역에는 종사하면서도 지

역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우리는 지역교회들을 개척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과 교회는 무슨 관

계가 있는가? 교회 개척이 없이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이 성취될 수 있는가?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으며,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2.1.1 교회의 정의와 임무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

부’ 등 여러 가지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

우주적인 교회 (the Church)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모든 참된 신자들

로 구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무리이며, 지역교회 (the church)는 하나

님의 말씀에 따라 더불어 예배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정당하게 구성된 그리스

도를 믿은 사람들의 무리이다.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A Theological Reflection,” The Church: God’s Agent for Change, ed. By Bruce J. Nicholls, 

Exeter, UK: The Peternoster Press, 1986, P.56)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들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사

람들을 지역교회에 모아 믿음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효과적인 봉사를 하게 하며 세

계 각처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

동체적으로 다른 많은 임무들이 있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지역교회에 더해지고, 새

로운 지역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에 더해짐이 없이는,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그들

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이 없이는 그러한 임무들 

가운데 어떠한 목표도 실현될 수 없다 (Hesselgrave 19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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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설립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

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마 16:16)라고 고백하였다. 예

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

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

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

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 하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예수께서 땅 위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다. “내가 이 반

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과 따라오는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천국 열쇠는 교회의 선포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

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천국 열쇠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게 위탁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과 세상에 있는 구속의 관리자로

서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A 

Theological Reflection,” The Church: God’s Agent for Change, Exeter, UK: The Paternoster, 

1986, pp.58-59).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결과이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 본 사람들의 교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기초이다. 그

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Kuzmic 1986: 65).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

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다양한 개인들과 국가들, 그리고 민족들을 통

하여 일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역의 초점은 교회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 되

심을 인정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시작된 교회는 오늘도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일환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된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대한 화해

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주님을 위하여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요 20:21) 

(Robert L. Saucy, The Church in God’s Program, Chicago, IL: Moody Press, 197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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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바울과 교회 개척

교회의 사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교사의 모델인 바울의 사역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을 모아 지역교회를 개

척하였다. 바울의 주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바울은 교회

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또 만물을 그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

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2-2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것이다. 

“10년이 조금 넘게 성 바울은 로마 제국의 4개 지방, 곧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

가야 그리고 아시아에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주후 57년 이전까지 바울은 마치 그

의 사역이 그 지역에서 완성된 것처럼 말할 수 있었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그의 

인도나 지원이 없으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서쪽 끝까지 광범위

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p.3).

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

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바울과 실라

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을 강화시킬 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행16:5). 

사도들의 사역이 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은 신약성서의 명백한 사실이다. 다음 말씀

은 사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예루살렘교회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안디옥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나바를 파견한 일과 안디옥교회를 세우기 위

하여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여 함께 사역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까지 보내니 바나바

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

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11:22,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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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요한 칼빈과 교회

요한 칼빈 (John Calvin)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교회의 필연성을 논하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나는 교회에 관하여 논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

으기를 기뻐하신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로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으로 

양육 되도록 하기 위함뿐 아니라 그들이 성숙해 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목

표에 이르도록 어머니와 같은 돌봄으로 안내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다……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요한 칼빈, 기독교강

요, 제 4권 1장 1항).

데이빗 헤쎌 그레이브는 교회 개척이 기독교 선교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주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다(마 16:16-18).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

을 때 교회가 태어나 성장하도록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준비하셨다 

(엡 5:25).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불러내고 계시고” 교회

의 마지막 나타남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엡 5:26-27).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살전 4:13-18; 계 4:6)……그러므로 교회

는 하나님의 마음에 후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

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마련하셨다 (엡 1:19-23). 성자께서 사명을 위해 제

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므로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준비

하셨다(행 1:4-8)" (Hesselgrave 1980:21-22).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반드시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교

회가 세워지게 된다 (Martin Robinson and Stuart Christine, Planting Tomorrow’s Churches 

Today, Turnbridge Wells: Monarch Publications, 1992,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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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 성장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

라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였다 (고전 3: 6-7).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

물체들로 하여금 성장 하도록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 성장하며 확장해 가

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2.2.1.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 성장 학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크리스

천 쉬바르츠 (Christian A. Schwarz)와 도날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에 관한 이론은 다

음과 같다:

2.2.1.1. 크리스천 슈바르츠 (Christian A. Schwarz)의 원리

쉬바르츠는 그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서론에서 우리

가 교회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게 주신 생명체가 장애

를 받지 않도록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최소화 해주면 교회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

진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므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고전 3:6)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저,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

태균 역,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2000년, 10쪽).

그는 교회 성장의 원리를 6가지 생명체 원리로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의존성, 2) 번식, 3) 에너지 전환, 4) 다목적, 5) 공생, 그리고 6) 기능.

• 상호 의존성 원리란 하나님은 하찮은 미생물부터 거대한 혹성에 이르기까지 이

들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으며,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완전한 조

직으로 통합되는 것이 부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상호 연관된 많은 부분들을 가진 복잡한 유기

체라는 것이다.

• 번식의 원리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번식”의 생명체 원리를 가

지고 있는데 교회도 번식의 원리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에너지 전환의 원리란 현존하는 힘과 에너지는 비록 적대적인 에너지라 할지라

도 약간의 조절을 통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러할 때 파괴적인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25

에너지도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에너지가 예방 접종 

과정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전환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들의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퍼지도록 하시는 원리가 그러한 것이다(행 8장). 순

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적대 에너지”가 “거룩한 에

너지”로 바뀐다는 것이다.

• 다목적 원리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은 전혀 “쓸모 없는”것처럼 보여도 흙 속

에 있는 미생물이 낙엽에 작용하여 이것을 비료로 전환시키면, 이 낙엽은 오히

려 나무 성장과 무성한 잎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자양분이 되듯이 교회가 지도

자 양성에만 전념하는 지도자들을 따로 두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리더들로 하여

금 교회를 이끄는데 실제로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훈련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에너지를 투자한 것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것은 결국 또 다른 새로운 리더들을 끌어들이게 만든다. 

• 공생의 원리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체가 서로 유익을 주고 받으며 밀접하게 

함께 사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광범위한 은사와 특성이 서로 유익하게 상

호 작용하도록 장려해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공생적 구조 아래서 일하게 되면, 개인과 교회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가 서로를 보완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기능의 원리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

대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원래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상호 의존적으로 자라고, 번식하며, 에너지를 전환하며, 다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공생하며, 각 구성원이 기능을 발휘하게 하므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슈

바르츠 2000: 66-76).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쉬바르츠의 6가지 생명체 원리를 유념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방법과 과도한 노력을 지양하고, 교회가 생

명체 원리에 따라 성장해가도록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지혜로운 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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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의 교회 성장 원리

맥가브란은 세 종류의 교회 성장을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그것은 생물학적 성장 

(biological growth), 이동성장 (transfer growth), 그리고 개종성장 (conversion growth) 이

다. 생물학적 성장이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며, 이

동성장이란 다른 교회들의 희생으로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며, 개종성

장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주의 교회에 수가 더

해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맥가브란은 이 개종성장이 세계 구석구석에 구원의 복음

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이라고 말한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p.71-72).

맥가브란은 또 교회 성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종류의 성장을 소개하였

다. 그것은 (1) 내적 성장 (internal growth), (2) 팽창성장 (expansion growth), (3) 연장

성장 (extension growth), 그리고 (4)연결성장 (bridging growth)이다. 그는 4 종류의 성

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내적 성장이란 기존교회들 안에 부서들이 늘어나는 것과 성경을 알고 기독교 신

앙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온전케하는 것을 의미한다. E-0전도, 혹은 

명목상의 신자들로 그리스도에게 능동적인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함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적성장’을 ‘질적성장’이라고 말한다. 

(2) 팽창성장 이란 각 교회가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더 많이 교회로 이끌므로 

팽창하는 것이다. 

(3) 연장성장이란 각 교회가 그 이웃이나 지역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지 교회

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4) 연결성장이란 교회들과 교단들이 구석구석의 인류를 찾아 하나님의 다리들을 건

너 그 쪽에 헌신된 무리들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McGavran 1990: 72).

내적성장, 팽창성장, 그리고 연장성장은 전도자와 말과 문화가 같은 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성장이고, 연결성장은 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말한다. 내적성장

을 E-O 성장이라고 하고, 팽창성장 및 연장성장을 E-1성장이라고 하며, 연결성장

을 E-2와 E-3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E는 전도 (Evangelism)를 뜻하며 숫자 (0, 1, 2, 3)

는 전도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장애물 (언어와 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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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O와 E-1는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의 사역을, E-2 와 E-3는 타 문화권에

서의 사역을 뜻한다. 

윈터가 고안하여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소개한 위 용어들은 그 이후 널리 받아들여진 선교학과 교회 성장학 용어들이 되

었다. E-0 전도는 기존교인들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E-1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전도하는 사람의 것들과 같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

하는 것이다. E-2는 작은 인종적, 문화적, 혹은 언어적 간격을 넘어 하는 전도이다. 

E-3전도는 큰 언어적, 문화적, 혹은 인종적 간격을 넘는 전도이다. E-1부터 E-3

까지의 범위에서 구분하는 특색은 지리가 아니라 문화라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

야 한다. E-2/E-3의 도전은 바로 이웃에서도 있을 수 있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pp.47-48).

본 강의가 다루는 내용은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으로 연결성장에 속한다. 도날

드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은 "기독교 신앙은 각 모자이크 안에서는 잘 전달

되지만 언어와 인종의 장애물 앞에서는 멈추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

의 언어군, 하나의 인종집단, 그리고 종종 하나의 사회계층이나 경제 계층에 갇혀 

있다……사람들은 인종, 언어, 혹은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McGavran 1990:47-48).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기존 교회에 교인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지

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어야 한다. 짐 몽고메리(Jim Montgomery)는 “모든 족속,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세계에 교회를 개척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면서 전면적 교회 개척을 역설 하였다 (McGavran 1990:46).

교회는 맥가브란이 말한 4종류의 성장을 해야 온전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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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왜 교회들을 개척해야 되나?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교회를 개척하는 일

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할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2.2.2.1.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 16:16)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교회 설립을 주도하시지만 동역자들

을 필요로 하신다.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역하였듯이(고전 3:6-

9) 우리도 교회를 설립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2.2.2.2. 교회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기관이기 때문이다 (마 16:18)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어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사

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2.2.2.3.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엡 

1:23)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등 세상의 모

든 영역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2.2.2.4. 교회 개척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대 위임령 성취를 위

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와그너는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전도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보다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더 실제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

하였다(C.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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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체이니 (Charles L. Chaney)는 ‘20세기 말의 교회 개척’(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이란 그의 책에서 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든 족속, 부족, 씨족, 그리고 인간 가

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확실히 은사를 받았고,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러한 각 족속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의하여 개척자로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

다. 그러나 궁극적인 방법은 그러한 각 씨족들, 부족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교회

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과 인간의 모든 문화와 언어권에 

토착교회가 세워질 때만이 복음이 모든 인간 씨족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 (Charles Chaney, Church Planting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aton, 

Ill: Tyndale House Publishers 1986 p. 25).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기관인 교회들이 국 내외 이곳 저곳에 더 많이 

개척되어 힘있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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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강 교회 개척의 조건
(REQUIREMENTS IN PLANTING CHURCHES)

교회 개척 사역은 일반사업과 달리 인간의 지식, 지혜, 돈, 방법, 혹은 전략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교회는 땅 위에 있지만 신적인 기관(divine institution)이

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은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사람과의 동역으

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3.1. 교회 개척의 필수 요소

찰스 브록(Charles Brock)은 그의 책 ‘토착교회 개척의 원리와 실제’(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digenous Church Planting)에서 교회 개척의 필수 요

소로 성령(the Holy Spirit), 말씀(Word), 씨 뿌리는 자(Sower) 혹은 교회 개척자(Church 

Planter), 그리고 토양(Soil)을 들었다.” (Charles Brock,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digenous Church Planting Manila: Baptist Center, 1994:30-39).

나는 브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우리”[씨 뿌리는 자] 복음이 “말”[말씀] 로만 “너희에게”[토양]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살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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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토양]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씨 부리는 자]로 말미암아 

말[말씀]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외

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

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롬 15:18). 

위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개척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4가

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 그리

고 토양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고찰해보기로 하자. 

3.1.1 성령의 사역 

“성령은 교회의 생명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부흥시키시며 주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심오한 사랑을 갖게 

한다……교회의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만이 생명을 

부여한다 (Samuel D. Faircloth, Church Planting for Reproduc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 pp. 45-46).

 

시편기자는 시편 44편 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

라 오직 주의 오른 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리어지기

도 한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 있다: 

3.1.1.1. 전도자나 교회 개척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3.1.1.2.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행 8:29). 에디

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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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나 깨닫지 못할 때 성

령의 지시로 빌립은 광야로 나갔고, 성령의 지시로 병거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

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행 10:19은 “……성령께서 저

더러 말씀하시되……“라고 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가 보낸 사

람들을 의심치 말고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

를 베풀게 하였다. 

미국 켈리포니아 애너하임 소재 은혜한인교회는 토착교회 개척 원리를 따라 타 문

화권 교회 개척을 해온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지난 25년 동안 타 문화권에 8,000개의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전

략이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3.1.1.3.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를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행 13:2)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

울을 따로 세우도록 명하셔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사역자들을 택하는 일에 있

어서도 선교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3.1.1.4. 성령 충만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행 13:9)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서기오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유대

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할 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를 꾸짖어 얼마 동안 소경이 되게 만들었다. 성령의 권능은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

력화시키신다.

3.1.1.5.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행 15:28).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예루살

렘에 모인 공의회에서 사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의식

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교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하였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모든 일들을 성령께 묻고 성령과 더불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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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성령은 선교지를 선택하는 문제를 주관하신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행 16:6).

바울은 선교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교

회를 개척할 것인가를 대상 족속과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교지에 머물고 선교지를 떠나는 문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지혜의 자원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문을 열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도 하신다. 빌립으로 

하여금 뙤약볕을 쬐며 거친 길을 가서 알지도 못한 이를 만나도록 가게 한 것은 인

간의 지혜도 전략도 아니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교회 개척자들에게 낯선 일도 비범한 일도 아니다.” (Brock 1994:31).

 

다음의 말씀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실제 교회 개척에 참

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

리라” (고전 3:6-8).

3.1.2. 하나님의 말씀 

토착교회 개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성경

을 풀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

씀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바울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

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믿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 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3.1.2.1.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

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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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3.1.2.3.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

“너희는 내가 일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 15:3).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딤전 4:5).

3.1.2.4.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든든하게 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

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행 20:32).

3.1.2.5.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봉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3.1.3. 교회 개척 사역자

교회 개척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동역하

는 교회 개척 사역자이다. 로마서 10장 13-15절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파할 일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

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 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5-9절은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

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

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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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대상 족속

성령께서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특정의 수용

적인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하신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

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

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

실을 하였느니라” (마 13:3-8).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일

꾼들에 의하여 복음에 수용적인 지역에 전파될 때 교회가 효과적으로 개척되어 성

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일,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하는 일, 교회 개척자를 바로 선발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바른 지역 선택은 

성공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3.2. 교회 개척 준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준비 없는 일의 시작은 

실패하거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도 좋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란 영적인 준비와 일반적인 준비가 있을 수 있는데, 피터 와

그너는 교회 개척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영적인 준비와 기술적 준비를 균형 있

게 강조하였다 (C.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0, pp. 43-58).

3.2.1. 영적인 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위 말씀에서 주님은 교회가 영적인 적대 세력들과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해주셨다. 

교회 개척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다 (고전 3:5-

9).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

니라” (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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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적

인 싸움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대적들과 싸워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

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

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0-12). 

와그너는 “교회 성장 원리들의 표면 아래를 더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나는 더 철

저하게 진정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우리의 주된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확

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교회 개척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을 강조

하였다 (Wagner 1990: 43-58). 그는 교회 성장의 실제적이고도 기술적인 면을 중요

하게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로 교회 개척에 있어서 영적인 면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나 또한 누구보다 먼저 단언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개척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는 교회 개척에 있어

서 그 아무리 좋을지라도 모든 기술은 활용이 극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Wagner 

1990: 46).

와그너는 교회 개척에 종사할 사람들은 

(1) 자신들의 기도생활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2) 그룹 혹은 집합적인 기도의 습관을 개발하며, 

(3) 교회 개척자와 다른 지도자들을 위한 개인적인 중보 기도자들(도고자들)을 모집

해야 하고, 그리고 

(4) 영적 전투를 의식하라 고 권면하고 있다 (Wagner 1990: 47-50).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드린 지도자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었다.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고 (출 33:11), 신약의 예수께서 그러하셨다(막 1:35).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마음을 합하여 합심기

도하여 성령을 받기도 하고(행 1:12-14), 위경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은 개인기도를 발전시켜 나갈 뿐 아니라 그룹 및 합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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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행 12:5).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침략해 왔을 때 모세는 아

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해가 지

도록 기도해주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출 17: 8-16).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위

하여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쳤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하였다(삼상 12:23-24). 영적인 사역에 종사하는 하

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해야 하며, 더불어 기도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의 사

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주로 일반적

인 준비, 곧 방법론을 말하고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제3세계 

사람들은 영적인 준비에 대하여 말하나 일반적인 준비 (방법론)에 대하여 소홀히 하

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

다. 세계의 11개 대 교회 가운데 10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두 번째 큰 침례교회가 서울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들, 오순절 이후 가장 큰 세례식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몇몇 전도대회들과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한국에 있었다. (Patrick J. Johnstone and 

Jason Mandryk, ed. Operation World (Waynesboro, GA: Paternoster, 2001, p. 388). 한국교

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기술적인 준비는 부족한 편이나 기도를 통한 영적

인 준비에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

회할 때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새벽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

도회, 금식 기도회 등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였으며 영적 싸움에 종사하여 승리

하였다. 한반도 곳곳에 세워진 수 많은 기도원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 터 역할을 하였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

한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필리핀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들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떡 사역’ 

(Bread of Life Ministries)라는 교회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982년에 쎄살 ‘부치’ 꼰데 

(Caesar L. “Butch” Conde) 목사에 의하여 시작된 이 교단은 2003년 현재 메트로 마닐

라 퀘존시에 위치한 ‘십자로77’ (Crossroad77) 이라고 불리는 본부 교회만도 12,000

여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으며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교단의 성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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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이다. 24시간 끊임없는 릴레

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40일 금식기도를 한 사역자의 수가 1997년도까지 170여

명이나 되었다.

3.2.2. 기술적인 면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준비뿐 아니라 기술적인 준

비도 해야 한다. 와그너는 기술적인 준비에 교회 개척자, 약간의 교인들, 목회철학, 

그리고 연구조사를 들었다 (Wagner 1990:51).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인간 도구를 필요로 하셨듯이 기술적인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들이다. 

3.2.2.1. 교회 개척자

교회 개척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역

자에게 크게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

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사람은 특별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 교회 개척자의 자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7장 자원배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타 문화권 교회설립자의 자질 (Qualification of Cross-Cultural Church Planter)

•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요 21:15-17).

•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막 3:14,15).

•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 (대하 16:9).

• 진실 무망한 자 (행 23:1, 24:16; 딤후 2:20,21).

•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는 자 (막 1:35; Ex. 33:7-11).

•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목회 기술을 가진 자 (딤후 2:15).

• 지도력이 있는 자 (엡 4:11-12; 딤후 2:1-2).

• 선교사의 은사 (언어와 문화습득의 능력)을 가진 자 

•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자 (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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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자의 생활 양식 (Lifestyle of Church Planter): 교회 개척자의 생활양식은 대

부분의 선교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선교사가 발전되고 산업화된 나

라로부터 제삼세계에 가서 사역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파송 기관들은 선교사

가 그들의 주재국의 사람들과 다소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선교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복지가 존중되어져야 한다. 선교사들은 가급적 자

기들이 살아온 생활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발견한

다. 이러한 생활은 저개발국 사람들의 수준보다 약간 웃돌 수 있다. 내적 마음과 태

도가 생활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 

3.2.2.2. 동역자 

예수께서는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내 보낼 때

도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냈으며 마가 요한도 동행하였다. 제 2차 선교 여행시 바

나바는 마가 요한과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디도와 누가가 동행하였다.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

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

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

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

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9-12)라고 말하므로 동

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하였다. 타 문화권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개인을 파송

하기 보다 선교사 단을 내보내고, 현지에 기존 신자가 있을 경우는 그들을 격려하여 

그들과 더불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3.2.2.3. 목회 철학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시고 

준비시켰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Wagner 

1990:57). 분명한 목회철학이 있어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혼선을 피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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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연구조사.

나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따라 몇 차례 낚시를 해본 경

험이 있다. 한번은 켈리포니아 빅베어 산장 호수에 가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

지 12시간 동안 낚시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을 안고 

돌아온 적이 있고, 필리핀의 깔리라야에서는 오후 한나절 동안 30-40여 마리의 고

기를 잡아본 일이 있다. 낚시할 때는 낚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고기에 따라 낚시 밥

을 바로 선정해야 한다. 물고기들도 모여 노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며, 활동하

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미끼와 미끼

에 낚시 바늘을 매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어떤 물고기는 미끼를 보면 쏜살같이 

달려와 미끼를 차 삼키는 고기가 있고, 어떤 물고기는 미끼에 입을 대고 조금씩 흡

입한다. 그러므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낚시하는 장소, 고기의 종류, 그리고 고기

의 잠자는 시간과 활동시간, 그리고 고기들의 좋아하는 미끼와 먹이를 먹는 방법 등

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가 개척될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 등

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연구조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교회 

개척이 가능한 최선의 시작을 하도록 해준다. 사무엘 훼어클로스는 그의 책 ‘재생산

을 위한 교회 개척’에서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통계 조사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항목은 대상 공동체의 정확한 지역과 분포

를 보여주는 지역 지도이다. 세부적인 정보의 유효성은 지방정부의 기록에 달려 있

다. 시, 군, 읍, 그리고 마을의 기획 위원회는 종종 주거, 상가, 공원, 도로, 지대설

정, 그리고 장래 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 상가, 조합, 전화회사, 그리고 전력

과 조명에 대한 조사도 유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정보들이다. 이 정

보들 가운데 어떤 것들, 특히 공업용 지대설정에 관한 것은 대상 지역 선정에 결정

적인 것이며, 일반적인 이웃 지역 조사의 예술이 될 것이다. 일단 모든 인구통계학

상의 정보가 수집되고 평가되면 최종 결정은 확신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Samuel 

D. Faircloth, Church Planting for Reproduc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 

pp. 45-46; Hesselgrave 19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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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전략 수립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

위 말씀은 무슨 일을 하던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

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

혜나 전략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

해준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

니라”(잠언 16:9).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

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30-31).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는 교회 개척에 대한 전략을 세우되 기도하

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략을 실천할 때에도 성

령을 의지하며 실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말

씀의 역사, 바른 사역자 선발, 그리고 수용적인 지역선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

회 개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준비와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영적 준비에는 기도가 필요하며 기술적인 준비에는 교회 개척자, 동역자, 목회철학, 

연구조사, 그리고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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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목표설정
(KNOW YOUR OBJECTIVES)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고전 9:26).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들로서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이 

사명에 부합한 목표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그리스

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개인들이 회개하

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타 문화권 교

회 개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어야 한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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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토착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자신의 교단 교회의 증식이거나 연장이어서는 안되며, 토착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며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어야 한다.

4.1.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 성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

선교의 목표는 모든 족속을 제자삼는 것이다. 이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개교회의 발전을 선교의 목표로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됨으로 든든한 교회

가 일단 세워지면 기성 신자로 조직화 되어 교회는 불신자에게 전도하겠다는 당초

의 포부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과거에 전도에 투자했던 에너지가 교회의 영

적, 유기적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 세례 주는 일은 제쳐두고 예수께서 명

령하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 교회 개척 대신에 피 선교지 교회를 성숙하도록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 그리고 피 선교지의 인간화에 직접적 도

움이 될 수 있는 의료 및 사회사업 등, 선교 센터 건립 및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 결

국, 전도가 뒤가 되고 사업 위주의 선교사업이 우선되는 주객이 뒤바뀌는 상황의 

위험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발전의 증후군이다. (김용식, Rethinking the 

Indigenous Church Principle for the Mission Strategy of the Korean Diaspora Church of Brazil, 

2000, pp. 105-106; Wagner 1978, p. 169.)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사

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

스도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것이었다. 지상사역을 마

치면서도 예수님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

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 47)라고 선언

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핵심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

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

라”(고후 5:20)고 말하므로 이것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한 위

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

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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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당면한 목표, 곧 첫째 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불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심장하고 구원케 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4.2. 건강하고도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개척 

선교의 목적은 모든 문화의 모든 공동체 내에 진정으로 토착화된 교회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7, p.160; 1980, p.99).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

포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그리스도

의 제자로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살며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 개척자는 믿는 자들을 모아 

토착교회를 개척하여 새로운 신자들을 가족관계로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토착교회란 자치, 자립, 그리고 자전하는 교회를 말한다. 토착교회 개척은 타 문화

권 교회 개척자의 목표인 동시에 또 다른 토착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

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복음 선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결과로 교회가 개척되게 된다. 모든 생물이 주위의 도

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성장하며 번성해 가듯 하나님의 성

령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도록 되어 있다.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복음선포의 결과로 선교지에 세워지는 진리안에서 자라가며 땅 위

에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되 불필요한 간섭과 재정지원을 삼가고 

그 교회가 처음부터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 위에서 서가도록 도와야 한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세워진 토착교회의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되며, 현지인 지

도자를 양성하여 그 지도자로 하여금 토착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토착교회의 교인

들과 더불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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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선교사는 다른 개척 지역에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토착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목회

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현지인 지도자를 개발하여 토착교회의 목

회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격려하여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문화의 장

벽을 넘어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의 토착교회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여 땅 위에 있

는 교회의 사명을 더불어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본래의 교회 개척자는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역지를 떠날 수 있다. 그는 바울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20)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 개척된 교회에 자기 문화를 이식시키려 하고 자기 교회의 예배 양식

이나 사역을 상황화시키지 않고 선교지 교회에 접목시키려는 선교사가 관여하는 

현지 교회는 영원히 토착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사역해 오고 있는 국

제 선교회를 통하여 지난 1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

을 오랫동안 숙고하게 되었다. 하나는 서구교회가 지난 수세기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서 놀라운 선교적 과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선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

에서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군데

도 이렇다 할 규모의 토착민 교회가 없다는 심각성에 관한 것이다” (김일권, “21세기 

이슬람권 선교를 행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MA Writing Project 

(MC590), 2006, p. 2).

4.2.1. 토착교회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의 목표가 토착교회 개척이라면 토착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

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로 토착교회란 자치(self-governing), 

자립 (self-supporting), 그리고 자전 (self propagating) 하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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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토착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교

회를 말한다. 

• 둘째로, 토착교회는 자체의 경제적인 필요를 자체 교인들로부터 충당하는 교

회를 말한다. 

• 셋째로, 토착교회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다. 이 세가지 기본적인 원리들 가운데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변경할 소지가 

없다. 

세가지 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떼내면 약하고 신약적인 교회 이하의 교회로 전

락할 것이다. 토착교회는 하나의 목표이지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목표는 확정되었

고 다양하고 보충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토착적인 방법이 토착교회라

는 목적을 쉽게 달성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토착교회는 내국인 

교회 개척자나 외국 선교사 교회 개척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4.2.1.1. 토착교회는 자치하는 교회이다 

개척 초부터 새로운 교회는 개척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교회는 성장

의 어떤 단계에 와 있던지 간에 그 교회가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이는 반

대하여 말하기를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고, 아직 가르침을 받

지 못하였으며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할 지 모른다. 교회는 발전단계의 어느 국면에

서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3주밖에 안된 교회가 10년 된 교회가 가진 만

큼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교회 개척자는 조언자(counselor) 역할을 하고 의사 

결정자(decision maker)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C. Peter Wagner 1974:164).

온두라스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던 조지 패터슨 (George 

Patterson)은 자신이 개척한 토착교회들이 자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근대 서양 선교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죄는 선교지 교회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고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사역을 

창출하고 그로써 교회들이 자라고 재생산하도록 하였다. 나는 안내하였고, 격려하

였으며,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여 주었지만, 더 이상 밀어 부치지 않았다. 그 다

음에는 우리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한 개척지에서는 20여 년 동

안 다섯 세대의 교회가 생겨났다.” (George Patterson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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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토착교회는 자립하는 교회 이다

새로운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자립할 수 있고 또 자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선교사

가 세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개척된 새로운 교회를 이미 

오래된 교회들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새로 개척된 교

회들은 어린이의 삶을 사는 경험이 없이 성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교회는 충분히 성장한 교회의 모

든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교회나 자체 교

인들 가운데 그들이 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는 물

질도 있고 할 일을 적절하게 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자는 자체 

교인들의 십일조와 헌금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한다. 교회 개척자는 교회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태도와 

실천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개념들을 전달하게 된다. 

조지 패터슨은 토착교회가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착교

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경제적인 책임을 떠맡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과 같이 강조 하였다: 

“재생산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 요소는 현지인들 자신들이 헌금하는 일을 막고 의

존심을 길러주는 선교사 후원이다. 가난한 신자들이 희생적인 헌금을 하고 복 받

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지만 정성스런 헌금을 특별

한 천상의 수학으로 축복하여 금세와 내세에 번성케 하실 것이다. 외국 돈으로 현

지인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주는 일은 거의 언제나 자발적인 재생산을 방해하고 필

요가 있는데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후원을 중단할 때 깊은 분노를 갖게 만든다” 

(Patterson 1999: 604). 

글렌 쉬바르츠 (Glen Schwartz)는 선교사들의 무분별한 재정 후원으로 현지인들이 

의존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을 위하여 교회 건물을 지어줄 때, 그들은 부주의하게도 그들

의 자존감을 도적질할 수 있다. 외국 돈은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예배당들, 병원들, 

혹은 학교들을 짓는 특권을 빼앗을 수 있다. 존엄성을 보존해주기보다 우리는 우리

를 따라다니는 의존심을 조성할 수 있다.” (Glenn Schwartz, “Dependency,”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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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재

정적인 후원을 하였으며,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동안 현지인들이 희생

으로 헌금하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재

정후원을 하는 선교사들의 간섭 때문에 자율적으로 교회를 목회하지도 못했고, 결

국 자발적인 전도 활동과 교회 개척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선교사가 외국 

돈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동안 현지인 신자들이 희생적인 헌금을 할 필요

를 느끼지 않으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

했으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자발적인 전도 의욕도 갖지 않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안 후에도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들이 사역 방법을 토착교회 개척 

원리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관할 하에 있는 현지인 교역자나 세워진 

교회들이 자신을 떠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들이 직접 그 사역을 떠맡아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자신들이 시작한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국에서 모금을 해와

서 현지인들과 교회들을 돕곤 하였다. 심지어 선교지를 떠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세

운 교회와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인사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

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

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라고 말하므

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

며 사역하였음을 상기시켰다 (행 20:33-34).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 우리는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필

요를 채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삶으로 복을 받게 해야 한다. “경제적인 

독립과 책임은 건강한 성인됨에 근본적인 것이다”(Faircloth 1991:131).

필리핀 Bread of Life Ministries 개척자인 쎄살 부치 꼰대 (Caesar “Butch” Conde) 목

사는 필리핀 주재 한국선교사단체 협의회의 한 수련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도

전하였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 된 여러분, 필리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들에게 돈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필리핀 교회들에게 해를 끼치기

를 원하신다면 돈을 주어도 좋습니다. 필리핀 교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빼앗으

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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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경비가 외국 돈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희생적인 헌금

을 하거나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Paul Pearman, 

“Reaching the Baranada People of Barunda,”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iary,1999, p.685).

4.2.1.3. 토착교회는 자전하는 교회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등 이웃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살전 

1:8). 세워진 교회가 같은 문화권에서뿐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교회가 될 때 참다운 토착교회가 되는 것이다. 모든 교회들은 결국 교회 배가운동

에 참여하여야 한다. 

토착교회의 원리 아래 시작된 교회는 외국 선교사의 관할과 재정 지원을 받아 세워

진 교회들보다 훨씬 쉽게 재생산할 것이다. 토착교회의 원리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

은 교회는 거의 재생산을 하지 못하며 결코 토착교회를 개척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녀가 부모의 특성을 닮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려진 세계를 구

원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개척자는 토착교회를 개척하여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빨

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토착 교회를 개척할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교회 개척자의 모든 행동과 사역의 모든 국면은 이 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교회 개척자의 재정 사용에 대한 태도는 최종 목표에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2.2. 토착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중국에서 사역을 한 요한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그의 책 ‘선교교회의 설립과 발전’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에서 토착교회 설립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토착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선

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봉급을 주며 일하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Nevius 1958:12-18)

4.2.2.1. 새로운 신자들을 봉급을 주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것은 그들의 관련 지

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박식하고 리더 격에 있는 사람을 그가 처한 지역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도록 놓아 두

지 않고 빼내어 봉급을 주고 고용한다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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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보내어 일을 시킨다 해도 본래의 고향에서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을 어떤 지역으로부터 고용

하여 빼내 가면 다른 이들도 고용되기를 기대하며 고향에 무보수로 남아서 자발적

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잃게 된다. 그리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만을 갖게 된다. 

4.2.2.2. 새 신자를 고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

새 신자가 건전하고 튼튼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봉급을 주고 

고용해서는 안 된다. 불 순수한 동기가 생기게 되고 격에 맡지 않는 지위를 갖거나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잃는다. 

4.2.2.3. 새 신자를 돈을 주고 바로 고용하는 것은 현지인이 사역자(설교자) 로서 참

된지 거짓된지 혹은 교인으로서 참된지 거짓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위를 가졌을 때 그 지불되는 돈에 매달리는지 말로 할 수 

없다. 

4.2.2.4. 고용제도는 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 하기 쉬우며 보수를 바라는 그리스도

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고용제도는 자원하여 무보수로 일 하는 것을 막기 쉽다.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보수를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

게 되며 선교사가 눈이 어둡고 공정치 못해서 다른 사람 만큼 고용 해주기를 바라

는 나의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는 전도하는 수고를 그 수고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맡겨버리자 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4.2.2.5. 고용제도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든지 원주민의 눈으로 보든지 선교 사업 자

체의 성격을 저하시키고 그 영향력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제도는 불신자의 눈에도 어떤 사람이 외국 종교를 선전할 때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관해 돈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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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교회는 본질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외부 환경의 모든 힘과 맞서고 싸울 때 최고로 번성해 간다. 불필요한 보호

는 오히려 해롭고 성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중국교회의 예:

토마스 왕 (Thomas Wang)과 샤론 찬 (Sharon Chan)도 그들의 글 ‘중국인 전도’ 

(Christian Witness to the Chinese People)란 글에서 중국 교회가 토착 교회가 된 다음부

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기독교가 서양 제국주의의 문화적 도구라는 인상이 주어졌다. 불가피하게 중국교

회도 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교회들이 외국선교부들과 단절하

였으며 독립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중국 토착교회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교회는 1927년부터 37년까지 큰 부흥을 경험하였으며 유

능하고도 강력한 중국인 지도자들이 출현하였다” (Thomas Wang and Sharon Chan, 

“Christian Witness to the Chinese People,” Perspective,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1999, p.640). 

1949년부터 중국에 있는 교회는 개혁의 열기 속에 연속적으로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한 것은 하나

님의 섭리이었다 (대부분 1951년까지 나감) 1950년대에 관리들이 교회를 서양과 

단절시키고 정부를 추종하도록 만들기로 작정한 이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가 

혹독한 시련을 받도록 하셨다. “교회를 서양 제국주위의 관할로부터 해방시키기 위

하여” 정부의 장려로 삼자 애국 운동 (The Three-Self Patriotic Movement)이 만들어졌

다. 같은 도시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 교파가 다른 교회들까지 합동하도록 

명령하였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더러는 죽었

으며. 더러는 투옥되었다. 문화혁명 기간 동안 (1966-1976), 모든 교회들은 폐쇄

됐고 성경은 압수 당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계속 집에서 예배하고 교제

하기를 계속하였다……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외부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중국

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수천 명의 외국 선교사들과 중국인 사역자

들의 수고가 헛되었는가? 놀랄 일은 1979년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외

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허락하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진 살아있고 성장하는 교회를 발견

하였다. 국제 중국 사역 (China Ministries International, Inc.)의 요나단 차오 (Jonathan 

Chao)에 의하면 사실 중국 기독교 인구는 1949년 84만 명에서 1982년 3천 5백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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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1997년 삼자교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1만 2천 개의 

등록된 교회, 2만 5천 집회소, 그리고 1천 3백만 명의 중국 개신교인들이 있다고 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교회는 여러 가정에서 정규적으로 예배하는 신자 수가 7

천만-8천만이 있다고 주장한다……얼핏보아 가정교회가 중국 교회의 주류를 이룬

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어떤 형태로든 핍박 아

래 있다 (Wang and Chan 1999:640-641).

외국인들은 토착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라

“1970년대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가정교회 운동만이 존재했었다. 어떤 분파도 기

구도 없었으며,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분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여든 열

정적인 성도의 무리만 있었다. 모든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지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고, 감옥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 교제하고 신뢰하

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출옥한 후에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일했다. 초창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한 무리였다. 고난이 중국교회의 모든 분파적인 장벽을 헐어

버렸던 것이다.

1980년대 초에 중국이 문화를 개방하기 시작하자 많은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의 교회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은 홍콩을 통해 

몰래 성경을 전해준 것이었다. 이는 고맙기 그지 없는 선물이었고 우리가 애타게 바

라던 선물이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 바로 그 선교 단체들이 성경 보따

리 위에 다른 책들을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정 분

야에 초점을 맞춘 어느 교파의 신학이나 주장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들이 분열하게 된 시초라고 믿고 있다. 이 서적들을 우리가 특정 방식

으로 예배해야 하고,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이

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대신)으로 세례를 받을 경우에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신앙 형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옹호하는 교회와 배격하는 교회도 있었다.

이 책자들을 읽은 후 모두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각 교회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따

르는 무리로 나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자신

의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신자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후 우리의 외국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물자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는 데 돈, 사진기, 그 외 여러 물건이 요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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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떻게 지도자들의 균열을 초래했는지 분명

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불량한 심보로 이렇게 묻곤 했다. “누가 책을 제일 많이 

받았어? 왜 나보다 저 형제에게 돈을 더 주었을까?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중국 

가정교회는 불과 1,2년 사이에 10개에서 12개로 조각나 버렸다. 수많은 분파가 존

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가정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간단했다. 이따금 외부 인사가 찾아와 제 2단계나 제 3

단계의 지도자 그룹과 시간을 보낸 후 연락처가 적힌 카드와 함께 후원금을 꺼내 

놓곤 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운동 조직 하나가 결성되는 것이었다. 우

리를 도우려는 외국인 형제들의 열성은 결과적으로 가정교회를 분열시키고 허약

하게 만들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롬 10:2). (윈형제, 폴 헤터웨이 저 (고석만 옮

김), 하늘에 속한 사람, 서울: 홍성사, (265-67쪽)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나친 간섭과 과보호를 경계하며 패

터슨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자체 안에 자기 자신의 종류대로 

재생산하도록 씨앗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생산의 능력의 열매를 먹는다. 문 밖을 내다보라 어디에나 

잡초들, 나무들, 새들, 벌들, 아기들과 꽃들이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친다! 이것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재생산은 하나님의 방식이다”(Patterson 1999:604).

4.3.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토착교회 개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자

기가 개척한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세워진 교회가 그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

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의가 실현되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

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

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가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

가 이루어지고 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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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교회 개척 방법
(HOW TO PLANT A CHURCH)

현지교회의 장래는 선교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느냐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 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

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현지교회는 재

생산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가 될 수 밖에 없다.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를 개척하기 위하여 타 문화권 선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건강하

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사

도 바울의 방법과 존 네비우스, 허버트 케인, 도날드 맥가브란, 그리고 멜빈 핫지스

의 조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5.1. 바울의 방법 

바울은 그의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토착교회’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보다 앞서 교회를 개척한 그 어떤 전례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토착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깨닫고 토착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그가 개척한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

만 외부의 간섭과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

착교회들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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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토착교회 개척을 위하여 바울이 사용한 방법에서 우리는 토착교회 개척을 

위한 기본 원칙을 배울 수 있다. 

5.1.1.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역.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

내니라” (행 13:2-3).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선발하여 훈련하신 후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여 파송

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던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워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셨다 (행 13:1-4).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에

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듯이(행 8:26-40)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지시

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지를 선택하였다 (행 13:4; 

15:36-41; 16:6-10).

타 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토착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모교에서도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5.1.2.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

선교사의 우선적인 사역은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다(고후 5:19-20).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상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각각 달리하였지만(고전 9:19-22), 복음 메시지는 가감 없이 전하였다 (갈 

1:7-9).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야 한다

5.1.3. 결신자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굳게 세워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벧전 1:23),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벧전 2:2), 완전하게 세워준다(골 1:28).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훈련하여 온전케 해주며 모든 선

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 (딤후 3:15-17; 골 1:28). 바울은 밤낮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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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행 20:31). 그는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문제나 교회의 운영 문제 등 모든 일들을 현지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신자들

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힘썼다 (행 

14:21-22; 15:41; 골 1:28-29).

5.1.4. 지도자들을 임명하여 교회들을 위임하고 떠남.

바울은 자기기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로 계속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세워진 교회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였으며(행 14:23; 20:17-

38), 자기는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옮겨갔다. 선

교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현지인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토착교회의 목회자로 세워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 (행 20:28-35; 딤

전 3:1-13; 딛 1:5-9).

5.1.5. 현지교회에 경제적은 후원을 하지 않음.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파송교회의 경제적 후원을 받지도 않았고 현지

교회에 경제적 후원을 하지도 않았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경제적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후원 때문에 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고 일부러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다 (고전 9:1-15). 그는 토착교회의 지도자들

에도 본을 보이려고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자신과 함

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비량 선교를 하였다 (행 20:33-35). 그

는 또한 현지교회의 자립심을 해치는 재정지원을 현지 교회에게 하지 않았다. 요즈

음 선교사들과 달리 오히려 선교지 교회가 종종 바울에게 일시 헌금을 해준 일이 

있었다 (빌 4:10-20).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교회를 자립교회로 세워야 할 이

유를 말해주고 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극한 가난 가

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여 성도들 (교회) 을 섬긴 것을 칭찬하였다. 바울은 마

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금하여 자

체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 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도록 권

면하였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지 교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하여 자기 교회를 섬

기도록 가르치지 않고 외국 돈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헌금하는 기회를 막는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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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선교지인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영

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

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

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

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

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후 9:6-9).

5.1.6. 교회를 떠난 후에도 영적인 관계를 계속 가짐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하여 기존 사역지를 떠난 후에도 교회들과 영적

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일하였다 (행 15:36; 18:23). 토착교회가 세워지면 선교사

는 그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되 (행 20:32), 바울과 바나

바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개척된 그 토착교회와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도와 그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 15:36; 18:23; 살전 3:5; 행 

14:26-28).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

르치고,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고, 현지교

회의 경제적 필요는 그들이 담당하게 하고, 선교지를 떠난 후에도 사랑의 관심을 가

지고 영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착교회 개척이 목표라면 토착교회를 개척하는 방법 면에서도 토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처음부터 선교사들로부터 봉급을 받으며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으

며 사역한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들의 교회들은 결코 건강한 토착교회가 되지 못한

다. 선교사의 간섭과 후원이 계속되는 동안 선교사들과 현지인 교역자들 간에도 건

강하지 못한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58

5.2. 존 네비우스의 방법 

어떻게 현지교회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 현지교회를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착

교회로 세울 수 있는가?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중국에서의 그의 사

역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의 책 ‘선교교회 개척과 발전’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에서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서 어떻게 토착교회를 개척하여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네비우스에 의하면 19세기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

척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새로 믿는 중국인 성도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일하게 하는 선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적이고, 

자립하는 진취적인 토착교회 개척이었지만, 초기 단계에는 토착교회의 성장을 촉

진시키기 위해 외국 돈을 사용하고 점차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비우스는 

중국 선교부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점차 그 방법을 지양하고, 

전략의 수정을 가져왔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Nevius 1958:7-9).

네비우스 당시 선교사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돈을 주고 현지인들을 고

용하여 사역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교사들 자신들이 즉시 사역

의 결과를 보기 원하고, 본국의 선교부들과 후원교회들도 선교사들의 사역 결과 보

고를 조급히 기대하기 때문이다. 네비우스 당시 중국주재 서양 선교사들은 수개월

이 가고 수년이 가도 현지 언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여져서 외국 돈으로 

새로 믿은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복음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Nevius 1958:11). 

네비우스는 앞장에서 언급한대로 새 신자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킬 때 부작용들로, 

(1) 새 신자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선교부에 해를 끼치고, 

(2) 새 신자 자신에게 종종 해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며, 

(3) 설교자들로서 혹은 교인들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게 하며, 

(4)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용병정신을 자극하고 용병 기독교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며, 

(5) 무보수 사역자들의 자원사역을 중단시키며, 

(6) 외국인의 눈에나 본토인의 눈에 선교사업의 성격을 저하시키고 영향력을 감소시

키는 경향을 들었다 (Nevius 195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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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선교사역을 보다 좋은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는 새

로운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2.2. 새 신자들을 본래의 소명 (직장)에 머물게 하라. 

오늘날 선교사들이 범하는 실수들 가운데 하나는 선교지에서 신자를 얻으면 그

를 그의 현재 직장에서 뽑아내어 다른 곳으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그의 영적 유익을 해치고,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며, 결국 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다른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울은 신자들을 그들의 소명  

(직장)에 머물게 하라고 권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

라”라고 했고, 24절에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

라”라고 말하였다. 21절과 22절에서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

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말하였다. 네비우스는 기독교는 교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도록 도우면 그들이 부름

받은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해야 한다(Nevius 1958:19).

경험이 적은 신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에서 끌어내어서 비록 무의식적이나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며, 그 신자 본인이나 그 지역에 해를 끼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필자와 필자의 동료 선교사들은 필리핀에서 이 사실

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얻으면 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빼내어 다른 지역에 보

내어 봉급을 주며 일을 시켰다. 낯선 타 지역에 가서 일한 사역자들은 비 효과적이

었으며 생계 수단이 없었으므로 계속 선교부가 그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선교사들로부터 봉급을 받고 사역한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들의 교회

들은 자주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자립하는 교회로 세우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인 교

회가 되었다. 

새 신자들을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게 하지 않고 그 곳에 불러내어 다른 곳으로 옮

기면 첫째는 일가친척과 친구들을 포함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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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가면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선교사나 선교부를 의존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누가는 주님의 사역으로 거라사 인의 지방에서 군대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를 받

고 온전해진 후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였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심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므

로 오늘날 선교사들이 새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귀뜸해 주고 있다 (막 

5:1-20). 

이 말은 새 신자는 영구히 자기가 복음을 듣고 개종할 때의 처소와 직업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가 부름 받은 처소에서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

척,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누룩”으로서 충분히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향력

을 행사한 후에 필요한 경우 옮겨갈 수 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여러 형제들에

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던 디모데를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옮겨 갔

다 (행 16:1-5).

지도자를 세울 때 딤전 3:6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

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오”란 말씀과 딤전 5:22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

지 말라”는 말씀처럼 새 신자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5.2.3.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사람들은 선례를 좇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개종자가 고용이 되면 다른 사람들 역

시 고용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선교 지부가 예배당을 지어주면 다른 교회들도 선

교부가 예배당을 지어주기를 기대하며 이런 일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복음을 외국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전하느냐 자발적인 신자에 의하여 전해지느냐는 이후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Nevius 1958:21-22). 한국교회가 건

강한 토착교회 원리 위에 세워진 것은 처음부터 자발적인 평신도들에 의하여 복음

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바울은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

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데 그 이유는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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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

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

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하므로 사역자들이 댓가를 바

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역할 필요를 역설하였다(행 20:33-35).

그는 또 “우리에게 [사례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

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살후 3:9)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9

장에서도 보수를 바라고 일한다는 의심 때문에 복음의 감화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선교사업의 첫 단계에서 원주민 전도자는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지 교회를 의존적인 교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로 자발적인 무보수 사역

자, 혹은 자기 이전 일터에 계속 남아 있는 신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평범한 교인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

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사도들은 주로 모여진 신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

는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역을 보수 받는 사역자에게 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새 신자들을 금전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존

할 때 처음에는 사역이 더딜지 모르나 결국에는 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5.2.4. 자연스런 성장을 돕고 지나친 돌봄을 피하라 

영적인 생명은 식물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식 세포는 그 자체 안에 생명

과 발전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따를 때만이 고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기독

교는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신종 외래품 식물과 달리 주위

의 모든 세력들과 대항하며 싸우며 번창하듯이 세상에 소개 되었다. 모든 불필요한 

돌봄은 교회에게 해가 될 뿐이다. 적당한 돌봄, 특히 바른 돌봄은 필수적이지만 과

도하거나 분별없는 돌봄은 해로운 것이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Nevius 1958:26). 

타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족

속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출 1:12)라는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잘 성장함

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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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일을 맡기기 전에 시험하라 

토착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역자는 반드시 검증된 자라야 한다.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는 검증되지 않은 신자에게 서둘러 일을 맡기고 책임 있는 공적 직책을 맡기

면 안 된다.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장로

를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으로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였다. 주

님께서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

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

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시험의 중요성을 암시하셨다(눅 6:43-44) (Nevius 

1958:26-27).

5.2.6. 바른 훈련을 실시하라 

새 신자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훈련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사역, 시련, 어쩌면 고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

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디어 내기에 합당한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에

게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는 것이 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때

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간섭하므로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디모데도 자기 고향에

서 수년간의 적극적이고도 성공적인 사역으로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형제들에

게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그 후에도 돕는 자로서 바울을 수종들며 수년 간의 입증

과 훈련 기간을 보낸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의 후

계자가 되었다. 가장 좋은 훈련은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머물도록 하

는 것이다” (Nevius 1958:27-28). 

5.2.7. 성령의 역할을 인정하고 신자들을 주께 맡기라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자들을 “그들이 믿은 바 주께” 맡겨야 한다. 주님

은 세상 끝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 28:20), 그리고 보혜

사 성령을 보내 주시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 

14:16).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주께 맡기고 떠났으며 때로 지도자들을 세

우거나 잘못된 일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디모데와 디도를 얼마 동안 그 교회들에게 

머물게 하였지만 영구적인 목회자들로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 (Nevius 195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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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도의 본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각 신자들의 은사 성장을 저지시키고, 

자립을 막을 뿐 아니라 교회 내의 활동적인 힘을 억제하게 되며 그들을 약하고 무력

하며 의존적인 자들로 만든다. 바울이 행한 것처럼 선교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신자

들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워 목회하게 하되, 

교회 운영과 교회의 필요한 모든 경비는 처음부터 현지교회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 

5.3. 허버트 케인의 방법

허버트 케인 (J. Herbert Kane)은 그의 책 ‘기독교 선교이해’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에서 건강한 현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조심하

여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5.3.1. 가부장적 간섭주의의 폐단을 인식해야 한다.

5.3.2. 교회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려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5.3.3. 과도기 기간 동안에는 인내하고 공감을 나타내야 한다.

5.3.4. 현지교회와 그곳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기꺼이 맡겨야 한다.

5.3.5. 성령이 선교를 통해 일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신뢰하여야 한다.

5.3.6. 기독교의 주류 밖에 있는 토착적인 움직임에 대해 기뻐하고 가능하면 협력하여야 

한다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Third edi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2. pp. 355-358).

교회 개척 선교사는 케인이 권고하는 바대로 선교지 교회를 가부장적으로 대하지 

말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주께 맡기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상황에 맞는 토착교회가 되도록 하게 위해서

는 선교사 자신의 본국교회와 다른 모양의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토착

적 움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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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날드 맥가브란의 방법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그의 글 ‘모든 족속 가운데 교회를’ 

(A Church in Every People)이란 글에서 교회 개척 방법으로 족속운동 (People 

Movement) 방법을 제안하며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일곱 가지 원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5.4.2. 성장하는 회중들 집단을 목표 삼으라

어떤 도시나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교회만을 개척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

인들이 각자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장하는 토착교회들의 집단을 개

척해야 한다. 

5.4.3. 한 족속에 집중하라

선교사들은 [산발적으로] 서로 다른 족속을 복음화하려 하기보다 한 족속에 집중하

는 것이 첫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5.4.4. 새 신자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함께 머물도록 격려하라.

결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족속으로부터 격리되지 말고]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철저

하게 자기 민족과 함께 머무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먹는 음식, 입는 옷, 결혼, 자녀

들의 배우자 선택 등을 자기 백성들이 하던 대로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이질감

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4.5. 단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격려하라.

만일 한 사람만이 결신하였으면 바로 세례를 주지 말고 가족들에게 전도하여 함께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증가하게 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족속운동은 또 다른 방법이다. 비기독교 

종교로부터 나온 새로운 지역에서의 큰 교회발전은 항상 족속운동을 통하여 이루

어졌으며, 결코 한 사람씩 전도해서 되지 않았다. 백성들로부터 한 사람씩 전도하

여 내는 것도 초기에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인 것이 사실이다 (Donald A. McGavran, 

“A Church in Every People,”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 CA: William Carey Library,1999, p.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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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새로운 개종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목표하라.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매년 연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 삼으라. 동양 선교

사이건 서양 선교사이건 간에 전 세계에 걸쳐서 선교사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

수들 가운데 하나는 100명이건, 200명이건, 혹은 1,000명이건 몇 사람이 그리스도

인이 될 때 선교사들이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그들을 가르치는데 보내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만

일 이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고 한다. 그리하

여 그들은 수년간 몇몇 회중에게 집중한다.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원

리는 처음부터 선교사들로 하여금 계속 새로운 그룹에게로 옮겨갈 것을 요구한다 

(McGavran 1999:620-621). 새 신자들에게 너무 적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과 그들로 

자신의 백성들을 전도할 수 없는 닫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두 가지 악들 가운데 

후자가 더 위험하다.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이 닫힌 공동체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들 속으로 들어오도

록 해야 한다.(McGavran 1999:621).

5.4.7.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이상형이 되도록 도우라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5.4.8. 형제관계를 강조하라.

우리가 계속하여 형제관계를 강조함에 있어서 형제관계를 맺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모든 민족정신, 모든 부족, 모든 사회 구석구석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

인들을 배가시킬 때, 순수한 형제관계의 가능성, 공의, 선과 의가 거대하게 증가할 

것이다. 실로, 공의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마도 공의를 시행하는 유일한 길”

은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매우 큰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

도록 하는 것이다 (McGavran 1999:621).

맥가브란은 “하나의 족속 전체를 기독교화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은 개인들을 그 족속에게서 빼어내서 다른 사회로 데려가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이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말하였

다 (Donald 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Revised Edition), New York, NY: Friendship 

Press, 198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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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가브란의 제안들 가운데 특히 새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함께 거하게 하라

는 것과 단체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는 것은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토착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의 이상형이 되

도록 도우라는 것과 형제관계를 강조하라는 것은 교회가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5.5. 멜빈 핫지스의 방법 

멜빈 핫지스(Melvin L. Hodges)도 그의 책 ‘토착교회’ (The Indigenous Church)에

서 토착교회의 개척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미 비 토착적인 방법으로 사역

을 하다가 토착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전환이 필요하

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비 토착교회가 토착교회로 전환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원리, 

토착교회로 전환하는 단계, 그리고 토착교회 원리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

를 들었다.

5.5.2. 토착교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3가지 원리

토착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세가지 중요한 원리로 핫지스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을 들었다:

• 현지인들이 그들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 현지인들이 그들 자신들의 교회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 현지인들이 그들 자신들의 속도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Melvin L. Hodges, The Indigenous Church, Springfield, Missouri: Gospel Publishing House, 

1996, p.100).

선교지 교회를 토착교회로 만들고자 할 때 선교사가 현지교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하려 하지 말고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야 하며, 선교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닌 현

지인들이 자신들의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짧은 기간 안에 교

회를 성숙시키려는 선교사들의 조급함이 토착교회 설립에 장애 요소가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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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토착원리로 전환하는 단계

핫지스는 잘 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토착원리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을 것을 제안하였다:

• 첫 번째 단계로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토착교회로의 전환의 필요

성에 동의하고 절차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

한 단계를 밟음에 있어서 그 정신과 목적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

하므로 그는 관계된 모든 선교사들이 참석해야 한다. 

• 두 번째 단계로서 현지인들에게 토착적인 방법의 장점과 중요성을 현지인들에

게 보여주고 앞으로 있게 될 변화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 세 번째 단계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토착 프

로그램은 목사들, 교사들, 전도자들, 그리고 집행자들과 같은 교회가 필요로 하

는 모든 사역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모든 것들은 현지인 신자들 자신들이 공급

해야 하며, 현지교회의 모든 단계는 완전히 자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네 번째 단계는 현지인 지도자 자신들이 사역발전과 유지를 위한 예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선교부 후원사역으로부터 자립사역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사역의 유지를 위한 모든 책임을 현지인 

교회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종종 새로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 사역

자들을 훈련하는 일, 문서 출판 등의 사역을 위해 현지인 교회들과 몫을 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책임들도 결국에는 현지인들이 책임 맡게 될 것이다.(Hodges 

1996: 101-107).

5.5.4. 토착원리로 바꾸는데 있어서 장애요소들 

“토착적인 방법은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교회 개척 

방법을 토착원리로 바꾸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첫째로,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선교사는 그의 현재의 지위가 제공하는 특권과 

힘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적인 목소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권세

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거나 직책과 직위를 포기하는 것이 힘든 일임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 (Hodges 1996: 113).

• 둘째, 토착교회를 본국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인기 있는 경제적인 호

소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의 우선적인 목적이

며, 그것이 본국의 견문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높은 호소력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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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로 부수적인 프로젝트들을 위한 호소에 보다 

쾌히 선교헌금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셋째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고통을 경감시켜줌으로 그리스도

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지한 열망이 선교사로 하여금 토착교회를 약화시키는 

절차에 집착하게 할 수 있다 (Hodges 1996: 116). 토착원리를 믿고 있는 분들은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 못지않게 복음의 사회적인 혜택을 확실히 하는 것을 선

호하는 듯하지만 다른 점은 토착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들, 과

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 기독교인들을 교육하는 일

과 훈련하는 일은 선교사를 통하는 대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

는다 (Hodges 1996: 116).

• 넷째, 선교사의 바로 그 능력과 능률이 이상하게도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한다. 조급하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사는 현지

인들을 통하여 좀 더 늦고, 간접적인 접근 대신에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지 모

른다 (Hodges 1996: 118).

중국의 남서부 지방의 한 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중국 복음화를 돕기 위해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식당을 경영하며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매우 헌신된 분이었다. 70세가 가까워 오는 나이에 선교사역에 헌

신한 그 분과 그 분의 사역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서는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고 목회

에만 종사하는 목회자는 없고, 모든 목회자들이 농사 일 등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

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아, 중국교회가 이렇게 토착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며 배가 되고 있구나!”하며 

토착교회 성장의 한 중요한 예를 발견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어지는 이야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서도 자치, 자립, 자전해 가는 현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봉급을 주며, 자기의 모국

교회 양식의 예배당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선교사에게 선교지 교

회의 자연스런 성장을 방해하지 말고, 그 교회들이 전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도

록 놓아두도록 조언하였다.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들은 

토착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

여 토착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며 배가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 돈

으로 토착교회 지도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외국 식의 예배당을 마련해 주거나 예

배 형식을 심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토착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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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낸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넘치게 하여 성도

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

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아니

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

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후 8:1-5).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교회 교인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하여 환란 당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하였다(고후 8:6-

10).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스로 헌금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것은 본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9장은 왜 가난한 가운데서도 교인

들이 헌금을 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

은 교인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헌금할 때, 믿음의 씨앗을 뿌린 만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

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고후 8:6-15). 가난한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하여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하며 외국 교회

의 경제적 후원에 의지하여 헌금하지 않게 만듦으로 가난한 성도들에게서 이런 축

복받는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은 희생적인 헌금을 하고 있다. 처

음부터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 위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운 선교사들과 어

려운 가운데서도 외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헌금하여 교회의 필요를 채

우는 일에 힘썼던 한국인 성도들의 신앙의 결과로 오늘날 한국과 한국교회는 물질

적인 면에서도 매우 풍요롭게 되었으며 세계 선교의 역군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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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찰스 브록의 제안

미국 남 침례교단 소속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한 찰스 브록 (Charles Brock)은 그의 책 ‘토착교회 개척의 원리와 실

제’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digenous Church Planting)에서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

착교회 개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였다: 

5.6.1.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도록 도우라. (Charles Brock,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digenous Church Planting Manila: Baptist Center, 1980, pp.33-39).

선교사들은 자칫 현지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자신들의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열악한 가운데 처한 그들을 자기들보다 불행한 사람들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현지인들의 

경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을 높여준

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 그러나 동정심에서 현지

인들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뜻에서 무분별한 물질지원을 하므로 그들의 존엄성

과 자유를 해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경제 수준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꼭 경

제 수준이 높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사는 나이지리아 

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 

(BBC News Word Edition, Thursday, 2 October, 2003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국의 New 

Scientist magazine가 세계 65개 국가 사람들의 행복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세계에

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news.bbc.co.uk/2/

hi/africa/ 3157570.stm)

브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치의 두 가지 특성은 존엄성(dignity)과 자유

(freedom)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5.6.1.1. 사람들을 그들이 처한 곳에, 곧 그들의 토착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 그들을 

만나라 

사람들을 현재 처한 상황에서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

는 선교사는 그들을 그들이 처한 곳, 곧 그들의 토착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어야 한다. “토착적”(native)이란 자연스러운 것 곧 사람들이 안에 그리고 더

불어 태어난 곳을 말한다. 교회 개척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토착적인 생각의 틀 안

에서 전해야 한다. 곧 그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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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사람들을 토착적인 사물의 틀 안에서 그들을 만나라

사람들을 현재 처한 상황에서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선교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토착적인 사물의 틀 안에서 만나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교회 개척자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여건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곳이 그들의 새

로 발견한 삶의 정상적인 생활 환경이다. 그들의 일상 생활을 그들의 새로 발견한 

종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없다. 만일 새로운 신앙이 정당한 것이라면 사람들의 토

착 사물, 토착 이웃 혹은 동네 속에서 살고, 번성할 수 있으며 번성할 것이다. 사람

들의 자연스러운 여건과 동떨어진 서구식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 와서 예수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새 신자들에게 해로운 일이다. 

이러한 접근에는 몇 가지 감추어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첫째 위험은 상품이나 무상으로 편한 교통 편을 제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

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 두 번째 위험은 사람들이 예수를 서양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예수를 만나려면 

중류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세 번째 위험은 삶의 자연의 그리고 세속의 틀에서 성스러움을 제어하는 것이다. 

• 네 번째 위험은 만약 모임 장소가 그들로부터 너무 멀거나 자연스러운 사물의 

틀과 다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서 복음화하기 힘들 것이다(Brock 

1980: 35-36).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개척자를 의존하게 하는 주요 원인

이 되고, 결국 새로운 신자들의 존엄성을 희석시키고 자유를 방해하게 한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는 머지 않아 교회들 무력화시키거나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토착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돈은 흔히 도움 대신 지장을 가져온다. 현지 

교회에게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목사 월급을 지급하면서 선교지에서 토착

교회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일은 결국 현지교회에 의존심을 길러주게 

되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자존심과 존엄성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

에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원하지도 않게 만든다 (Brock 1980: 37-38).

교회 개척자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본토인들의 토착적인 사고와 사

물의 틀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엄성과 자유속으로 

인도해야 한다 (Brock 19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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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 (Brock 1980:41)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야 하

며, 대를 이어 해야 한다. 바울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디모데를 목회에 참

여시켰으며, 그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고 말하였다.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무심코 본국에서 사용하던 방식대

로, 혹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현

지인이 따라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역할 경우 재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브록은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설립을 위하여 선교사는 물건 사용, 전략, 그리고 지도자 유

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5.6.1.1. 재생산하는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교회 개척자는 물건들을 사용함에 있

어서 언제나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필자는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무심코 한국의 모 교회에서 사용하던 것

과 같은 강대상 용 종을 가져다가 사용한 일이 있다. 어떤 선교사들은 찬송가 반주

기를 가져다가 예배할 때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필리핀에서 구할 수 없

는 것들이었다.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은 누

구나 한국의 찬송가 반주기를 갖고 싶어한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강대상 용 종소리

가 없고, 찬송가 반주기가 없어도 기타를 사용하며 잘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선교사

들이 무심코 현지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여와 사용하므로 현지인 목회자들

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다.

조지 패터슨 (George Patterson)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그것을 흠모하였지만 따

라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국에서]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설교

하는 일을 중단하였다. 나는 영화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것들

을 포함한 전자장비 사용을 중단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매우 최신 전

자 장비 사용에 익숙한 서양인들이 신 고안품들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일은 어려

운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하였다 (George Patterson,“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2, p. D-82). 그러나 현지인들에 의하

여 재생산되는 교회를 기대한다면 선교사들은 브록과 패터슨의 조언에 귀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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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1.2. 교회 개척자는 사용하는 세세한 전략 면에서까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

을 사용하라

토착교회의 주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힘 주심에 따라 재생산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자전 (self-propagating)이라고 불려져 왔다. 교회가 이런 특징을 쉽

게 혹은 자동적으로 갖게 된 것은 아니다. 교회가 태어나는 방식이 재생산 하는 능

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교회 개척자는 자기가 세우는 모든 교회가 실제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세우는 교회들이 자체적으

로 재생산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있다……“ (Brock 

1980: 41). 토착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일하는 선교사는 사역전략 면에서 현지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5.6.1.3. 교회 개척자는 일을 시킬 지도자의 종류 면에서도 재생산이 가능한 면을 

생각하라

선교사는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토착교회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1980년대 필리핀의 교역자 양성기관은 거의 다 대학 수준인 성

경대학 (Bible College)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학교 수준만을 고집한 나는 나

의 우거하는 집 응접실에서 교역자 양성 기관인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를 시작하면서 대학과정 (B.Th.) 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 

(M.Div.) 과정을 시작하였다. 아직도 훈두시만 착용하고 생활하는 산지족들 가운

데 몇몇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킬 때도 수준 높은 교육만을 고집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교인들과 동떨어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

서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재생산을 생각할 때 글렌 쉬바르츠의 “만일 재생산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잊어버리

라!” (Glen Schwartz, “Dependency,”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593.) 는 말이 의미 깊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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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지 패터슨의 제안

보수 침례교회 국내선교회와 함께 북 온두라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성공적으

로 했던 조지 패터슨 (George Patterson)은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5.7.1. 당신이 제자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바울도 영적인 자녀들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였다 (살전 2:7-12). 사랑으로 하지 않은 어떤 사역

도 의미가 없다 (고전 13:1-3).

• 당신의 책임 영역을 한 족속이나 공동체로 제한 하라.

• 그 교회가 그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라.

• 한 족속 가운데 제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라.

조지 패터슨 말하기를 그가 목회 후보생들을 현장 훈련을 시켜 100여 교회들을 목

회하도록 하였는데 교회 배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교회는 자체 안에 자기와 같은 모양의 교회

를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George Patterson,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 604).

그는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가서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것

이 아니라 우리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재생산할 종류의 교

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교회들이 지교회들, 지교회들의 지교회들, 그리고 지교회의 

지교회들의 지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Patterson 1999:604). 

그는 경험 있는 목사들도 없고 조직된 교회도 없는 개척선교지에서 정상적인 방법

으로 배가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다음 단계들을 열거하였다:

• 가족의 남자 가장에게 먼저 전도하라.

• 모든 회개한 신자들을 지체 말고 세례를 베풀라.

• 새로운 예비 장로들이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타일의 

예배를 마련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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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사람들이 개종하자 마자 임시 당회를 조직하라.

• 이러한 새로운 예비 장로들을 현장 훈련원에 등록시켜라.

•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위한 활동 목록을 제공하

라 (Patterson 1999:598)

“연약한 목사는 회중을 지배한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거나 위임하더라

도 주장하는 식으로 한다. 그는 안내를 하기 보다 현상유지를 하려고 한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마20:25-28; 벧전5:1-4)……강

한 선교사는 강한 목사처럼 권위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는 은사가 있고 자원하는 사역자들을 자기 조직의 기존 지위에 억지

로 박아 놓지 않고 오히려 그들 주위에 사역을 세운다” (Patterson 1999:600).

5.7.2.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도록 즉시 동원

하라

• 당신이 제자를 삼고 있는 지도자들과 세워주는 관계를 쌓으라

• 리더들과 그들의 제자들 사이의 가르치는 관계를 세우도록 격려하라

5.7.3.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실

천하라

• 예수의 기본적인 명령들을 사랑의 순종으로 곧 바로 시작하라

• 전도와 신학적 교육 목적들을 순종의 의미로 규정하라

•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의 순종 지향적이 되게 하라

• 새로운 교회가 재생산하도록 도우라.

• 새로운 신자들 각 사람에게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보여주라.

• 교회간의 제자삼는 관계들을 세워주라.

• 재생산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상의 내용들은 재생산하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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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대상지역과 족속 선택
(SELECTING TARGET AREA AND PEOPLE)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는 “어떤 족속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를 생각

해야 한다. 미국 남 침례교회에서는 매년 새로 시작한 집회소들 가운데 1/3

을 폐쇄하고 대략 2/3정도만이 교회로 성장한다고 한다. 너무도 많은 집회소들이 

생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한다 (Jack Redford, Planting New Churc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78, p.34). 교회 개척자는 시간과 수고와 경비가 들더

라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교회 개척 대상 지역과 족속 선택을 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6.1. 사역 지역 및 족속의 유형

선교부와 현지교회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면서 랄프 윈터 (Ralph D. Winter)는 

헤롤드 풀러 (Harold Fuller)가 설명한 선교활동의 단계 4단계를 소개하였는

데 그것은 1) 개척자 단계 (A Pioneer Stage), 2) 부모단계 (A Parent Stage), 3) 동

반자 단계 (A Partnership Stage), 그리고 4) 동참자 단계 (A Participant Stage)이

다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2, D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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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단계는 선교부와 선교지 교회의 발전 단계 네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만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사역 대상지역 및 족속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사역 대상지역 및 족속을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개척자 단

계의 지역 및 족속, 부자관계 단계의 지역 및 족속, 동반자 단계의 지역 및 족속, 그

리고 동참자 단계의 지역 및 족속이다. 

6.1.1. 개척자 단계의 선교지

선교지들 가운데는 아직 현지인 신자도 없고, 현지인 교회도 없는 미개척지역들이 

있다. 그런 지역에 가서 개척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대부분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척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전도하는 일, 새 신자들을 육

성하는 일,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개척자적인 은사가 있으면 이런 개척지역을 선교지로 택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6.1.2. 부자관계 단계의 지역 및 족속

개척단계에서 전도의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개척되면 선교사의 역할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던 위치에서 현지인 신자들과 교회를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이며 일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선교사와 현지인의 관계는 부자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가르치며 훈련하는 은사를 가진 선교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개척자의 은사는 없으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

되면 이 부자 단계의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단계의 선

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비록 현지인 신자들과 교회가 아직 어려도 가부장

적인 태도를 버리고 모범을 보이며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6.1.3. 동반자 단계의 지역 및 족속

현지인 신자들과 교회가 성숙해갈 때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부와 현지교회’의 관

계는 부자관계로부터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정도로 발전된 지

역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현지인들과 더불어 협력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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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동참자 단계의 지역 및 족속

충분히 성숙한 현지교회가 사역의 지도력을 떠 맡게 되는 단계를 말하며, 선교사와 

선교부가 계속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선교부가 가진 은사들을 현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와 선교부는 

다른 어디에선가 제 1 단계, 곧 개척자 단계의 사역에 종사하여야 한다.

6.1.5. 네트워크 단계의 지역 및 족속

이상 네 가지 단계는 윈터가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필자가 풀어 설명한 것이며 이 

마지막 단계는 코너스톤 선교회의 피터 리(Peter Lee)가 필자와의 대화에서 제안한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한 후 선교지를 떠난 후에도 

이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며 땅 위

에 있는 교회들로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의 지체들인 선교사들은 현지교회를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하

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일

들, 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하며,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끝났으면 자신을 필요로 하

는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6.2. 대상지역 및 족속 선택

타 문화권 선교사는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접촉된 족속

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사역 대상 지역 및 족속을 택하여야 한다. 

6.2.3.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교회 개척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관심 있는 선교사들은 할 수 있는데, 먼저 교회가 없는 미 접

촉 족속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들을 개척해야 한다. 왜 우선적

으로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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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이유

왜 미 접촉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

하여 왔노라” (막 1:37-38).

예수께서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제자들이 그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는 자신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둘째 이유는 그 곳에 다른 사역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20).

바울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

름을 부르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6.2.3.2. 교회 개척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 사항 

알버트 게미지 2세 (Albert W. Gammage, Jr.)는 그의 책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

가’ (How to Plant a Church)에서 새로운 교회 개척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로 수용성, 전략적 요충지, 전도된 정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들었다 (Albert 

W. Gammage, Jr., How to Plant a Church, (Makati, Metro Manila: Church Strengthening 

Ministry, 1995), pp.21-28). 

• 수용성: 새로운 교회 개척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수용

성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용성

이란 “복음전도와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열려진 상태”를 말한

다. 수용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혼란, 개인적인 위기, 혹은 성령의 내적인 역

사로 말미암아 복음 메시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

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Elmer 

L. Towns, ed.,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1995,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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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요충지: 복음에 수용적인 지역이 하나 이상이라면 그 지역들 가운데 복

음 확산에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울은 로

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 전도된 정도: 복음에 수용적이고 전략적으로도 똑같이 중요한 지역들이 하나 

이상이라면 전도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교회를 개

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령의 인도: 교회 개척 위치로서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다. 사람보다 훨씬 지혜

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으나 성

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

게 된 것이 그 예이다 (행 16:6-10). 빌립이 광야로 나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

게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다 (

행 8:26-39).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개척 장소를 택함에 있어서도 성령

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해야 한다.

6.2.4. 접촉된 족속들 가운데 교회 개척

피너 와그너는 미접촉 족속들 가운데에서 뿐 아니라 접촉된 족속들 가운데서도 새

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접촉된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

척해야 할 이유와 접촉된 족속들 가운데 교회 개척 장소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들었다.

6.2.4.1. 기존 교회가 있는 접촉된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이유 

와그너는 기존 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할 신학적인 이유와 경험상

의 이유를 들었다. 신학적인 이유로는 신세대들과 방황하는 양들 및 잃어버린 양들

을 위해 그들을 얻기 위한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하고, 경험상의 이유로는 새

로운 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전도에 더 효과적이고, 더 잘 성장하고, 더 많은 취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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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존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세대들을 위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존교회는 제

도화되어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반

면에 새로운 교회는 기존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을 주께 인도하

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양들과 잃은 양들을 위해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은 아직도 

잃은 양들과 방황하는 양들이 많은데 기존교회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새로운 교회들

이 개척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음으로 접촉된 지역에서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경험상의 이유로 와그너

는 새로운 개척교회는 기존교회보다 전도에 더 효과적이고, 기존교회보다 더 잘 성

장하고, 더 많은 취사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존 신자들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

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6.2.4.2. 기존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장소를 찾을 때 고려사항 

잭 래드포드 (Jack Redford)는 그의 책 ‘새로운 교회 개척’ (Planting New Churches)에서 

새로운 사역을 위한 지역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세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

략적인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장소들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둘째, 종교적 영

향범위를 위한 적절한 교회 위치 고려 기준, 셋째, 새로운 교회 부지를 결정하는데 

지역사회 조사시 고려사항이 그것이다. 

6.2.4.3. 전략적인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장소들을 고를 때 고려할 사항으로 그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 그 지역이 새로운 교회의 사역과 증거를 위한 채워지지 않은 큰 필요가 있는가?

• 그 지역의 새로운 교회가 주변 지역으로 효과적으로 뻗어가게 될 하나님을 위

한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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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회는 그 교회 메시지의 영향력을 그 나라의 다른 지역 또는 세계에 전

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가?

• 그 지역은 이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교회

를 발전시킬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Jack Redford, Planting New 

Church, Nashiville, TN: Broadman Press, 1978, pp. 35-37).

6.2.4.4. 종교적 영향범위를 위한 적절한 교회 위치 고려 기준으로

• 기존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한 복음주의 기독교를 충

분히 대표하고 있는가?

• 기존 복음주의 교회들의 힘, 선교참여, 그리고 영적인 기상도가 그 지역사회에

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에 충분한가?

• 기존 교회들의 지난 5년 동안의 통계상의 전도 기록이 실로 그들이 교회에 다

니지 않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 기존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보급에 대표자가 되

고 있는가?

• 기존 교회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

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는가?

•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통계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

는데 적절한 도전을 반영하는가?

• 지역사회의 인구성장과 교인성장의 비율이 기존 교회들이 새로운 주민들을 자

기들의 교회의 교제에로 합병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Reford 

1978:37-41)

6.2.4.5. 새로운 교회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 실지 답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교회가 위치할 읍이나 시를 결정하라

• 한 도시나 읍의 구역을 결정하라

• 이웃을 결정하라

• 새로운 교회의 위치를 결정하라(Reford 197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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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스턴은 “변화의 대행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의사전달의 간격이 가장 좁은 곳에서 사역을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Greg 

Livingstone,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3, p. 

89).

랄프 윈터는 네비게이토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 (Dawson Trotman)의 말을 인용하여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

거나 하지 않을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하게 될 어떤 일을 결코 하지 

말라” (“Never do anything someone else can do or will do if there are things to be done that 

others can’t do or won’t do.” (Mission Frontiers, May-June 2002, p.6).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전 7:7)라고 말하였다. 

교회를 개척해야 할 대상지역 및 족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현장의 필요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종사할 선교사의 부르심과 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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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강 자원 배치
(DEPLOYING THE RESOURCES)

교회 개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원들을 지혜롭게 배치해야 하는데 

주된 자원들은 교회 개척을 할 사람과 재정이다. 

7.1. 교회 개척자

교회 개척자들이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시점에서부터 믿는 자들을 모아 교

회 개척자가 떠날지라도 독립하여 생존이 가능한 교회로 발전하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책임진 인간 대리인들을 말한다. (Wendell Evans, Church Planting in the 

Arab-Muslim World. Available from Arab World Media, 240 Montolivet, Marseille, France, 

1982, p.4).

이상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정한 도시에서의 교회 개척자의 역할은 일시적이지만 교회는 영구적이다. 선교사 

교회 개척자의 임무는 지역 교회의 목회 책임을 현지인 지도자에게 이양할 때 완성

되는 것이다 (딤후 2:2). 교회 개척자의 우선 순위는 특정한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

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발견하여 준비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행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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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은 주로 세가지 활동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자격을 갖춘 사

람들을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Greg Livingstone,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3, pp.72-73).

7.1.1. 타 문화권 교회 개척자의 자질

필자는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

어야 한다고 믿는다:

7.1.1.1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요 21:15-17)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확실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부탁

하셨다(요 21:15-17).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좋은 교회 개척자가 될 수 있다.

7.1.1.2.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유지하는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는 매일 회막에 나아가 하

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은 친구가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었다 (출 33:7-11).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다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주님도 (요 17:4)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막 1:35).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을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모세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의 지시

를 받아 사역하여야 한다.

7.1.1.3.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

문에(슥 4:6)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한

다 (대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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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행 

23:1),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

다 (행 24:16).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딤전 1:19),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

을 살 때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딤후 2:20,21).

7.1.1.5.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며 교회의 인정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딤후 2:15).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열매가 있고 인정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

갔듯이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종사할 사람들은 본국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고 인정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문화권에서 자신의 언어로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

는 사람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7.1.1.6.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발하여 사역하게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되 특히 성도들을 개발하여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엡 4:11-12; 딤후 2:1-2).

7.1.1.7.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 하나이지

만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성령

께서 각 사람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

고, 각자가 은사를 따라 봉사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의 일은 결단코 혼자서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며 사역을 해야 한다

(고전 12:4-13:13; 빌 2:1-5).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

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

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

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

스로 세우기 때문이다 (엡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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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상황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자

바울은 자신이 속한 선교단의 일원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서는 충실하였으며 타협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

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 (갈 1:7-8; 고전 9:19-23).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는 충실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7.1.1.9.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은사를 받은 자

타 문화권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상의 자질들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

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은사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

님의 일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

들(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위

해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일을 시키신다 (마 10:1-2; 막 3:14,15; 요 15:16; 행 

13:2-4).

7.1.2. 교회 개척자 선발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할 사역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알버트 게미지, 그래그 리빙

스턴, 그리고 멜빈 핫지스와 레오날드 워터맨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

고 있다:

7.1.2.2. 알버트 게미지 2세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들을 선발할 때 다음 사항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자

• 교회 개척의 은사와 소명을 받은 자

• 좋은 건강을 가진 자

•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

• 경험이 있는 자. (알버트 메미지 (고용남 역), 교회 개척론, 서울: 요단출판사, 1993,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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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그래그 리빙스톤의 제언 

•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적성과 태도를 가진 사람

• 교회의 추천과 선임선교사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적극적인 사람   •  희생적인 사람

• 배우는 사람   •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

•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  분별력이 있는 사람

•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일의 윤리를 가진 사람

•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아는 사람

• 감사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Greg Livingstone,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3, pp.75-83).

데이빗 헤쎌그레이브는 강조하기를 “신약성서의 선교사들은 지원자들이 아니었

다. 그들은 기꺼이 나갔지만 선택 받은 사람들, 곧 기도하던 중 성령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pp.142-44).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라고 말씀하셨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포함하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리이다”라고 고백한 사

람들을 주님은 택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일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

이지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7.1.2.4. 멜빈 핫지스 (Melvin L. Hodges)와 레오날드 워터맨 (Leonard P. 

Waterman)의 조건

자연적인 자격

•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대상 족속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 사교적인 성격의 사람

•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 대중 연설의 능력을 가진 자

• 매력적인 성격의 사람  •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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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자격 

•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 잃어버린 자를 위한 깊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가진 자—희생적인 헌신 (눅 

15:3-7);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데 인내하며 꾸준한 자 (눅 15:8-10); 결코 포

기하지 않는 자 (눅 15:11-32)

•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자 (골 1:9-11; 2:1-3; 엡 3:14-19; 마 9:38)

• 목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자 

• 높은 동기 부여가 된 비전—가능성을 보고 장애물을 보지 않는 사람 

자신을 향한 태도

• 확실성—하나님의 부르심

• 정직성: 하나님께 대한 확신; 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함; 새신

자가 성서적인 새 교회 개척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 

• 책임감

새로운 핵심 신자들을 향한 태도

•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용성

•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엶 

• 영적인 결단성

• 인내, 이해, 사랑

지역사회를 향한 태도 

• 적극적인 태도 (행 18:9-10)

• 기대

• 친절함 받아들임 (Melvin L. Hodges, A Guidee to Church Planting (Chicago, Il: 

Moody, 1973, pp.28-31; Leonardo P. Waterman, A Manual for Starting New Churches, 

Wheaton, Ill: Conservative Baptist Home Mission Society, 1979: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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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회 개척 사역자 후원 

자원배치라 함은 교회 개척자뿐 아니라 기도와 물질적 투자를 의미한다.

7.2.1. 기도 후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므로 기도 없이 성취할 수 없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도고를 하였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교회는 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

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도고를 해야 한다. 

7.2.2. 물질 후원 

물질 후원에는 전적인 후원, 부분적 후원, 그리고 무 후원, 곧 자비량 사역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후원이란 현지인 후원이 아니라 선교사 후원을 말한다.

• 전적 후원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들 가운데 달리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는 전적인 재정후원을 해주어야 한다.

• 부분적 후원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들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으나 충분치 않을 경우에 교회는 부분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다.

• 자비량 사역

타 문화권 사역자들 가운데 전문인 선교사나 직업인 선교사 등 재정적인 후원

이 전혀 필요치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후원

을 해주면 된다.

7.2.3. 바울의 재정 사용 원칙

로랜드 알랜 (Roland Allen)은 재정 사용에 있어서 바울을 안내한 세가지 원칙을 말

했다.

• 바울은 자신을 위한 재정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 그는 자신을 위한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다.

• 그는 지역교회의 재정을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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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강 언어습득 및 문화습득
(LANGUAGE ACQUISITION AND CULTURE LEARNING)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

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

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우리

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행 2:6-11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

이니” (고전 9:19-22).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는 자기가 섬기려는 사

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기적들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

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였다.

맥가브란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각 모

자이크 조각 안에서는 잘 전달되지만, 언어와 인종의 장애물들이 있으면 멈추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인종단위, 그리고 종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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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회나 경제 계급안에 갇혀 있다”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Revised and Edited by C. Peter Wagner, Grand Rapids, MI: William . Eerdmans 

Publishing Co., 1990, p.46; J.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MN: 

Worldwide Publications, 1975, p.100).

그는 또 말하였다: "사람들은 인종, 언어. 혹은 계급의 장애물들을 건너지 않고 그

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한다”(McGavran 1975:46).

이상은 타 문화권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필요를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첫 번째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은 반

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야 한다. 아무리 먼 길을 

헤쳐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8.1. 언어습득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들,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배

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8.1.1. 선교사가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

다른 종류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고 교

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교지인들의 언

어를 배워야 한다:

8.1.1.1.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

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교사들은 사역 대상지역 사람들의 난 곳 방언, 

곧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음의 언어란 태어나서부터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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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말

한다. 영어나 다른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현

지인들의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오순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성령께

서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난 곳 방언’, 곧 마음의 언어로 복

음을 듣도록 하셨다. 필립 엘킨스 (Philiip Elkins)는 “나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가르

치기 위하여 지방언어를 충분히 잘 배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패배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Phillip Elkins, “A Pioneer Team in Zambia, Africa,” 

Perspectives, 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Pasadena: William Carey 

Lirary, 1999:672). 

8.1.1.2.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느낀다(Charles Brock, 

Indigenous Church planting, Neosho, Missouri: Church Growth International, 1994, p.76).

8.1.1.3.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외국인이 완전히 다른 민족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

제적도 아니다. 외국인이 지나친 동질화나 문화접촉으로부터 격리되는 극단으로 

나가지 않고 현지인과 외국인 쌍방이 서로 존중하는 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Charles Brock, Indigenous Church planting, Neosho, Missouri:Church Growth International, 

1980, p.30).

8.1.1.4. 문화충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될 때 문화충격을 받게 되는데 자

유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때 문화충격은 더욱 증폭된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면 상당부분 문화충격을 극

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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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선교지에서 적응력이 생기므로 선교지에서의 생활

이 즐거워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이해할 수 없어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

러워지며 고달픈 생활이 계속된다.

8.1.1.6. 선교지인들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그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눌 수 있다. 마음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감정을 전달할 수가 없다. 

8.1.2. 왜 선교사들이 선교지 언어 습득에 실패하는가?

8.1.2.1. 올바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무슨 일을 하던지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고 성

사시킬 수 없다.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 할 바른 동기는 주님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때문이어야 한다. 

“모든 교회 개척자는 그가 바로 동기부여만 되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언어 공부 프로그램이 언어습득을 돕고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열쇠는 개

인적인 동기이다. 교회 개척자의 동기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

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위임 이하의 것이 아니다. 하

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사랑이 언어공

부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Charles Brock, Indigenous Church planting, Neosho, Missouri: 

Church Growth International, 1994, p.77).

8.1.2.2. 빠른 시일 안에 사역의 열매를 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빠른 시일 안에 사역의 열매를 맺어 파송기관 및 후원기관

에 보고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속한 시일 안에 영웅적인 일을 해내고 싶

어하는 영웅심 때문에 선교사들이 언어공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부는 새로 도착한 소속 선교사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 언어

습득에 실패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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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배우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렇다.

어린이들과 달리 성년이 되어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로

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요하며, 신체적으로 지치게 한다. “언

어를 유창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배우는 일은 흔히 매우 피곤하고 지루한 모험이

다” (Greg Livingstone says,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p.124).

8.1.2.4.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언어습득에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나는 언어습득에는 소질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언어습득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며 사단의 속임 수에 빠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배울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외국 선교사

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러시아어 습득에 실패하고 있다고 들었다. 몰몬교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말을 잘 배워 유창한 말로 사역하고 있

다. 몰몬교도들이 할 수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

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선교지 언어를 배울 수 없단 말인가?

8.1.2.5. 잘못된 습득 방법 때문에 그렇다.

선교사들이 언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종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

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부임하자 마자 현지언어를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어

공부의 시기를 놓치거나, 언어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려 하거나, 정규 언어학교의 교

육에만 의존하거나, 가정교사와의 공부에만 의존하는 등 잘못된 언어습득 방법 때

문에 언어습득에 실패할 수 있다.

8.1.2.6. 통역을 두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선교사들 중에 선교지 언어 습득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통역을 두고 사역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통역을 두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통역

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나라에서, 특히 제삼세계에서 민족주의 정신이 지배적인 요즈음 우월감을 가

진 선교사들, 현지인들과 동일시하고 관계하기에 너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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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상호 존중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선

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 개척자는 이와 같은 종류의 관계언어를 말할 줄 알

아야 한다” (Charles Brock, Indigenous Church planting, Neosho, Missouri: Church Growth 

International, 1994, p.77).

8.1.3.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언어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언어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방법, 일반 교육기관 부설 언어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 학교의 일반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방법,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하는 방법, 혹은 지역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사귀며 공부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위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새로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된다:

8.1.3.1. 주재국에 부임한 첫 두 해 동안은 언어와 문화습득에 전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가 새로 부임하면 첫 두 해 동안은 전적으로 

언어와 문화습득에 힘쓰게 한다. 언어와 문화습득은 선교지에 도착하면서부터 선

교지를 떠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집중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새로 도착한 선교사는 언어를 습

득 하는 동안 사역에 대한 부담이 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언어습득을 위해 투자해

야 한다. 언어와 문화습득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어

와 문화습득을 위해 이웃들을 사귀고 선배 선교사들의 사역을 관찰을 통해 배우며 

장래 사역을 위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조급하게 사역에 뛰어들어 언어습득에 실

패하면 결국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역

을 하게 된다.

8.1.3.2. 언어습득 기간에는 많은 시간을 현지인과 보내야 한다.

부부선교사보다 독신 선교사가 때로 언어를 더 잘 말하는 것은 부부 선교사들이 집

에서 주로 자기 모국어로 대화하는 동안 독신 선교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

을 현지인들과 새로 배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OMF와 SEND같은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언어학교를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혹은 2시간 반쯤 떨어진 

바탕가스 (Batangas)와 불라깐 (Bulacan)지역에 두고 있다. 그 지역들 주민들이 마닐라

보다 상대적으로 영어를 덜 사용하며 필리핀의 국어인 정통 따갈로그어 (Tagalo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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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때문이다. 존 네비우스는 언어습득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언어습득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첫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른 외국 사람을 동반하지 않고 얼마 동안 

현지인과만 지방여행을 하며 현지어만을 사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하였다 (John 

L. Nevius,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Philadelphia, P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8, p. 74). 

8.1.3.3. 새로 습득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므로 통달할 수 있다.

습득한 언어는 지속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잊게 된다. 언어학교에서 정규과정

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교사들 가운데 현지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많다. 언어습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습득한 언어를 지속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삶과 사역에서 지속적을 사용하

는 선교사들은 현지언어에 유창하게 된다.

8.1.3.4. 언어습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 

선교사의 언어습득 방법은 선교지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문적인 언어학교

에서 공부하면 단어, 숙어, 문법, 문장 구조 등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좋고 언어습득에 괄목할만한 진척이 이루어져서 좋다. 그러나 문제점은 

실제 환경이 아닌 인위적인 교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므로 지루할 수 있고, 주로 

발음과 억양 등이 잘못 굳어질 수가 있으며, 교과서적인 언어를 배우게 되므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배우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하는 방법은 선교사가 언어학교에 통학하지 않아도 되고, 시

간 관리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 편에서는 가장 편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언어공부의 효과 면에서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그 이유는 선교사 자신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교과내용에도 관여하므로 

진도가 늦을 수 있고, 체계적인 언어습득이 어려우며, 시간 사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가정교사는 선생인 동시에 피고용인 신분으로 와서 봉급을 받고 언어를 가르

침으로 학교에서처럼 학생을 엄격하게 지도할 수 없고, 학생의 비위를 맞추느라 바

르게 지도할 수 없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 나가 삶의 실제 정황 가운데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

인 방법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문화권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통하여 언

어를 습득하게 될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깊은 관계들을 발

전시키며, 이 문화적 지식과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은 종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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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소개하는 중요한 열쇠들, 혹은 교량들을 제공한다 (Tom and Betty Sue Brewster, 

Community is My Language Classroom!, Pasadena, CA: Lingua House Ministries, 1986, p.3).

다른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하면 사역을 위해 지역사회로 나가 인위적인 환경에서 

전도할 기회를 찾아야 함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며 언어를 습득하면 전도할 

기회가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언어학교가 아니

라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통한 언어습득 방법을 택할 경우 철저한 자기 훈련과 자

기 관리가 필요하다.

8.2. 문화습득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하여 선교사는 선교지 언어를 습득할 뿐 아니라 또한 

문화를 습득하여야 한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를 습득

하면 어느 정도 문화도 습득하게 되고, 문화를 습득하면 어느 정도 언어를 습득하

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사는 선교지의 문화습득을 위하여 별도의 노력

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8.2.1. 문화 습득의 중요성

과거에는 교통 및 통신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들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우

리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애 요소들이 되고 있음을 경험

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만 마일을 달려 왔을지라도 선교

사들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장 단순한 복음

을 전할 수 없다” (David J. Hesselgrave,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p.113).

8.2.2. 문화란?

어떤 사람은 문화와 문명을 혼동한다. 우리가 문화를 문명과 혼동할 경우 저개발

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문명이란 “인류가 이룩한 물질

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뜻한다(표준 국어사전). 문화란 “자기들이 생각

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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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일된 사상, 감정,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의 연합된 행동 유형과 그 산물들을 

말한다” (Paul G. hiebert, “Culture is the more or less integrated systems of ideas, feelings, and 

values and their associated patterns of behavior and products shared by a group of people who 

organize and regulate what they think, feel, and do"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5, p.30).

혹은 문화를 “사람이 배워서 나누어 가지는 태도, 가치, 행동 양식. 또한 사람들

의 예술품들” 이라고 정의한다. (Steven A. Grunlan and Marvin K. Myers, Christian 

Anthrop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p.282).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나 그 복음을 필요로하

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사들

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상

황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그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는 잘 짜인 옷감의 실들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치 옷감이 날줄과 

씨줄 실로 만들어졌듯이 사람들의 생명은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다. 만일 우리가 날줄과 씨줄을 분리한다면 실을 분석할 수 있으나 옷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Terry L. Todd, “Incarnational Learners.” Evangelical Mission Quarterly. 

October 1999. Vol. 35. No.4, p. 448). 

Cultural Adaptation 

Paul Hiebert, “Culture and Cross-Cultural Diffenrences”, Perspectives.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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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hock is a sense of cultural disorientation in a differ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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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문화 습득 방법

문화 습득 방법에는 자 문화 습득, 타 문화 습득, 그리고 문화 동화가 있다.

• 자 문화 습득 (Enculturation)

자 문화습득이란 자기가 출생한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

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들 습득하는 과정”

을 말한다. 

• 타 문화 습득 (Acculturation)

타 문화습득이란 사람이 자신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후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여 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곧 “사람

들이 타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들

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Steven A. Grunlan and Marvin K. Myers, Christian 

Anthrop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p.282).

• 동화 (Assimilation)

동화란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Grunlan and Myers 1979, 

p.281). 선교사가 자신의 본래 시민권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구

적으로 현지에 남아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동화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8.2.4. 문화에 대한 태도

문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이고, 다른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이다.

• 자기 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란 “사람들의 행위와 사물들을 현지인들의 문화의 표준이 아

닌 자기 자신의 문화의 표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관행”을 말한다. (Grunlan 

and Myers 1979, p.282). 자민족 중심주의자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가

지고 타 민족을 무시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타 문화를 습득하려 하지 않는다.

•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주의란 “사람들의 행위와 사물을 현지인 문화의 규범과 가치 기준

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Grunlan and Myers 1979, p.282).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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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지인들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문화 규범과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

지 말고 현지인들의 문화 규범과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울

이 가졌던 태도이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

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 9:19-22)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화의 상대성은 인정하고 효

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듯이 선교사도 자신

이 섬기는 족속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8.2.5. 문화 충격 

선교사는 본국을 떠나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단계는 1) 관광객 단계, 혹은 매혹 단계(Tourist Stage or Fascination 

Stage), 2) 거부단계(Rejection Stage), 그리고 3) 회복단계(Recovery Stage)로 나누인다 

(Grunlan and Myers 1979, pp. 24-26).

• 관광객 단계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게 될 때 처음 겪는 단계는 관광객 단계, 혹

은 매혹적인 단계 (fascination stage)라고 부른다. 새로운 경치와 음률들을 듣

게 되고 신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는 그가 여

행하거나 방문중인 나라를 떠날 때까지 이 단계 이상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돌

아간다. 그러나 선교사는 계속 머물러 또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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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단계

관광객 단계가 지나면 거부단계에 들어선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흥미와 매혹

감이 바래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화권에 사는데 관련된 어려움들을 직면하기 

시작한다.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다.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선교사가 

겪는 첫 번째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라디오나 T.V.의 뉴스나 프로그램

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배당에 가서 부르는 찬송도 설교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도를 시킬까 겁이 난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 생활 규범이 전혀 

다르다. 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논리적이었는데 새로운 문화권에서

는 모든 것이 아구가 맞지 않아 보인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몸이 아파 온다.

문화 충격에 있어서 선교사가 겪는 좌절감은 삶의 리듬의 변화에서 온다. 새로

운 문화권에 접어들어서는 단순한 일들마저 대단한 신경이 쓰이고 여러 곱절의 

시간이 소모되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첫 번째 해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그저 생활

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후원자들은 선교사역의 열매를 보

고하기를 기대하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등의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현지 언어조차 습득하지 못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이때 선교사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맞게 행동하기 보다 자기 나라의 생활 규범을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감을 갖게 되며 선교지인들과 그

들의 문화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이 거부 양상

은 새로운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끼리만 어울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라도 문화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받지만 어떤 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교지를 떠나게 된다.

• 회복 단계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권의 언어와 생활 규범을 배우기 시작하면 문화 충격으로

부터의 회복이 시작된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좌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새로운 문화권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현지인의 음식, 의복,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

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타 문화권에 거의 평생을 보내면

서도 그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짧은 기간 머

무른 후에 적응하기도 한다. 현지인의 언어와 풍습을 습득하고 그들을 이해하

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다.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103

8.2.6. 문화충격을 해소하려면

8.2.6.1. 자민족 우월주의를 버리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믿을 것

사람이 교만하면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의 쉼

을 얻을 수 있다 (마 11:28-30). 선교사가 문화적 우월감을 버리고 상대방의 문화

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어느 정도 문화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8.2.6.2. 빨리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것

의사전달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까지는 문화충격은 계

속된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되면 문화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8.2.6.3. 사역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울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목표를 크게 세우지 않는 것이다. 선

교사는 자신이 전능자가 아니라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위대한 일

을 이루려다가 지쳐 기진맥진하게 되지 말고 평생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는 사역을 해야 한다. 선교사가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 상황에서는 본국에서처럼 

일의 능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8.2.6.4. 실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 것 

스트레스를 다루는 다른 방법은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음으로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수많은 실수를 하고 우스운 

일을 당하는 법이다. 내가 실수할 때 사람들이 웃는 것은 나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

라 나의 색다른 태도나 문화를 보고 웃는 것이다. 실수를 했을 때 웃을 줄 아는 법

을 배울 때 실수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웃고 또 시도하고 우

리의 실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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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제자의 도 
(DISCIPLESHIP)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

눅 14:34-35)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내

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

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

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

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밖

에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눅 14:26-35).

이 말씀은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

라고 말씀하셨다 (마 28:18-20). 토착교회 개척 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인 지도자들은 현지교회가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들 편의를 따라 일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제자의 도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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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재생산을 위하

여 토착교회 개척의 원리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9.1. 제자도의 중요성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은 그의 책 “제자의 도” (Discipleship)에서 제자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신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의 실존에 적중되는 메시지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특히 서구

에서 그렇게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가?……왜 서구의 기독교는 그렇게 엄청난 속도

로 감소하는데 비해 물질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증

가하는가?……왜 그런가? 그것은 서구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

미를 절대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서구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인들,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빈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설교를 입맛대로 

맛보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거듭난 신자 또는 성령충만한 은사주의자들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도의 참 의

미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서구의 기독교는 변화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결

코 어리석은 주장이 아니다. 주후 1세기에 소수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

로 세상이 이제까지 알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심지어 위대했던 로마제국까지 3세기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 했다” 

(David J. Hesselgrave,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p.113).

왓슨의 이 지적은 서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제삼세계교회 신자들도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사역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두르다 보

면 그리고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자의 도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고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나,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제자의 도가 빠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하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선교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관이나, 현지인 지도자들이나 현지인 신

자들을 막론하고 제자도를 갖지 않으면 선교사역이 올바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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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이 고귀한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

는 갱신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사회의 영향

력있는 지위를 소유하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몇 사람의 헌신한 제

자들을 모으셨다. 3년 동안 가장 중요했던 기간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사셨으며, 그

들과 모든 것을 나누셨으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으며,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그들

을 신뢰하셨으며,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도

는 한 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며 절망과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Watson 1981: )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주어졌으

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제자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9.2. 제자란?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9.2.1. 제자의 일반적인 정의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의 원 뜻 (manthano)는 ‘배우다’라는 동사는 신약성경에 25회 

(복음서에는 6회) 밖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제자’라는 명사는 264회 이상이나 나온

다. 성경 이외의 일반적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일정 직업의 도제, 일정 업종에 대한 

학생, 또는 일정 교사에 대한 생도를 의미했다. 신약성경 시대에는 ‘모세의 제자’라

는 용어에서 처럼 이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세속적 의미와 동일 했다. 즉 모세의 제

자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이었다. ‘바리새인의 제자’는 기록된 토라 (Torah)

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 전승들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위하여 몰두해 있

는 사람들이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랍비들에게 헌신하였으며, 

자기들의 선생님이 해석과 지도가 없이는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었다. 이 단어가 가

지는 기독교 특유의 개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사를 따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으며,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했으며, 세례 요한

이 투옥된 기간에도 그에게 충성했으며 그가 죽을 때에도 그에 대한 충성을 변하지 

아니했다. 모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와는 달리, 그들은 자기들의 교사의 가

르침을 배울 뿐 아니라 자기들의 교사에게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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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는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

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1-

32).

예수께서는 일상 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의 참다운 제자이며 말씀

을 순종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사랑을 실천하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저희가 예수의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실천

을 명령하셨다.

•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

자가 되리라……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

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8; 16).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그들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셨

는데, 그 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가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고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

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눅 14:26)”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 목숨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

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좇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그 누구

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가 그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다.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108

•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

하리라” (눅 14:27).

사람들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 고생하기 싫어서 그

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

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어야 한다.

• 어떤 소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에서 사랑

을 실천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누구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9.3. 제자도 훈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9.3.1. 전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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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자신

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복음은 개인전도, 대중전도, 성경공부, 설교 등을 통하여 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말로만 전해서는 안되고 긍휼사역 등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을 통하여 행

위로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9.3.2. 양육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

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

자녀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새 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양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

므로 문제아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들을 바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

장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자기의 해산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하게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엄함과 사랑을 가지고 각 사람을 양육하였다. 이는 그들

로 그들을 불러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었다 (살전 2:7-12).

9.3.2.1. 새 신자를 잘 가르쳐야 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

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골 1:28). 새 신자를 양육할 때 무엇을 가르칠까? 주님

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28:20).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사

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떡을 떼며, 교제하며 (돌봄), 기도하기에 전혀 힘

을 썼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고, 전도하여 새로운 신자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행 2:41-47). 교회 개척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가르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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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은 확신 (구원, 기도응답, 승리, 죄사함, 그리고 인도),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

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효과, 기도, 경건의 시간, 교제, 헌금, 순종, 전도, 제자도, 

교회, 새로운 신자들과 대화,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 성경에 따른 옳고 그른 것, 성

경입문, 교회의 실제 조직과 사역, 기독교 교리 등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

다. 새 신자에게 너무 일찍 깊은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법과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과도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 (Patterson 1992, D-86).

9.3.2.2. 새 신자를 바로 가르쳐야 한다

새 신자를 가르칠 때에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왜 해야 하는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하게하

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9.3.3. 제자 훈련

바닷물에는 염화물, 황산염,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 나트륨, 염분 등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다른 것들은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염분, 곧 소

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닷물 1000g 당 염분이 35g이라고 한다. 이는 바

닷물의 3.5%가 염분이라는 말이다. 3.5%밖에 안 되는 염분이 강에서 흘러 들어오

는 불순물을 용해하고 바닷물을 썩지않게 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

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1/3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

독교인들이 과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제자도가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23) 라고 말씀

하신 것을 명심하고 신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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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 지도자 선발과 훈련 / 지도력 이양
(Leadership Selection, Training / Leadership Transfer)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 9:37-38). 

선교지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 지도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

육, 종교계가 달라진다. 덕망과 실력과 권위가 있는 지도자를 만나기 힘들다. 덕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실력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실력과 

덕은 있는데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

고 선교지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덕과 실력과 지도력이 있는 선교사들과 지도자

가 많이 나와야 한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힘써야 할 일은 착하고, 성실하고 유능

한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하

며 또 지도자를 선발하고 개발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

부터 문제가 있고 또 지도자를 선발하고 개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성경이 말

하는 지도자 상을 살펴보고 지도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기독교적 방법을 함께 생각

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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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도자란?

흔히들 지도자 (leader) 라고 말할 때 지도자가 가지는 공적인 직책이나 직위

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지도자에게 직책이나 직위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

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직책이나 직위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닌 줄

로 알고 있기에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

국인들은 자기가 무슨 단체의 장(長)자리를 맡으면 열심히 일하나 타인이 장 자리

를 맡으면 협력하지 않는 악습이 있다. 이는 지도자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다.

성서를 통해 볼 때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가지

고 특정한 그룹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향

해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A person with a God-given capacity and a 

God-given responsibility to influence a specific group of God's people toward His purposes for 

the group)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Colorado: 

Navpress. 1988. p. 245).

10.2. 제자들의 왜곡된 지도자관과 주님의 지도자론 (막 10:35-45).

가. 제자들의 지도자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

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35, 36절).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희생적인 동기

에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욕적인 동기에서 였

다는 것을 주님의 꾸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

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와…….”(42절).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좋

지 않은 동기에서 자리 (Position)을 얻으려고 투쟁하게 될 때 교회나 선교지가 

어수선해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관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나. 주님의 지도자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

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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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3-45

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

든 사람의 종이 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가진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시 75: 6-7)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도자 자리를 탐하고 임의로 주관하는 자세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다. 

10.3. 지도자 선발과 훈련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개발하

려고 하지 않고 완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우리 선교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이 더디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

씀으로 양육하고 지도자들을 키워서 일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키워

놓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

한 방법은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딘 것이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참 좋은 교역

자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오지도 않을 것이며 기존 교단이나 교회에

서 인정받지도 못하여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 보아도 유익하지 않다. 설령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여 동역하는 수가 있을지라도 그가 속했던 교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되며 윤리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지도

자들을 선발하고 개발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10.3.1. 지도자 선발 (leadership selection)은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으로

서 출현하는 지도자들 (emerging leaders)을 식별하고 그 출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

다. 지도자 선발은 지도자의 생애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1) 지도자가 될 가능성 있는 자들을 점 찍어 두고 (고결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 

(2) 그 가능성을 개발해 주고 

(3)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며 

(4) 하나님 자신의 목적대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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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지도자훈련 (leadership training)이란 지도자를 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 개발이란 지도자의 영향력 확대를 돕는 것으로 여러 요

인들을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봄으로 재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내적 심리

적 발전, 외적 사회적/상황적 발전 그리고 신적 발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0.4. 지도자 선발과 훈련에 있어서 주님의 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훈련 (개발) 시키셨고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

고보의 형제 요한 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

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

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막 3:14-19).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여 훈련하실 때 그들을 삶의 현장에서 관찰하고 (마4: 18-

22; 마9: 9; 요1: 47-48) 기도한 후 선택하시고 (눅6: 12-16)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며 훈련 (on-the-job training) 시키셨다 (행1: 1). 훈련도 중요하지만 선발은 더 

중요하다. 선발을 잘못하면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좋은 지도자로 개발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식별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시 127:1-3).

사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를 선발할 때 사람의 용모와 신장, 곧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하며(삼상 16:7),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상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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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도자 개발 과정

하나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흔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권적 기반      속사람 성장        사역 성숙        삶의 성숙       사역집중       축제

I--------II-----------III---------IV--------V--------VI-----I

10.5.1 주권적 기반 (Sovereign Foundations)

하나님께서 가족, 환경,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섭리적으로 역사하여 각 사람에게 

지도자의 자질을 위한 기반을 놓으신다. 

디모데 (딤후 1:1-5)/ 유대인 diaspora (행11:19-21).

10.5.2. 속사람 성장 (Inner-Life Growth)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며 이 단계에서 지도자 자질이 나타나

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품 개발을 위`해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시험(test)하신다. 인격

훈련 (Integrity Check) (딤전 1:19, 3:9; 행 23:1; 24:16), 순종훈련 (Obedience Check) 

(삼상 15:22-23; 마4: 18-22; 눅5: 4-6), 말씀훈련 (Word Check) (삼상 15:23b; 요

14: 21; 히5: 14)이 지도자 개발의 관건이다.

10.5.3. 사역 성숙 (Ministry Maturing)

출현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사역에 가담하므로 본

인의 영적 은사들을 깨닫게 된다. 성실성 (faithfulness)이 사역 성숙의 척도가 된다. 

하나님께서 사역시작(entry), 훈련(training), 인간 관계 배움 (relational learning), 분별

(discernment) 단계를 거쳐 지도력을 키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면 기쁘

게 받아 충성해야 성장한다. 눅16: 10-12의 Little-Big Principle. 

예: 다윗, 요셉.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에는 

• 비정규 도제 훈련 (informal apprenticeship training)

• 비정규 훈련 (non-formal training) / 기도, 성경 공부, 소그룹 인도 등 

• 정규 훈련 (formal training) / 학교 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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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은사들도 흔히 이 때 발견하여 개발한다. 고난과 문제들은 성숙을 위한 하나

님의 디딤돌이 된다. 권위 (authority), 관계 (relational), 사역 갈등 (ministry conflict), 

실수 (ministry backlash), 영적 싸움 (spiritual warfare), 믿음 도전 (faith challenge), 기

도 도전 (prayer challenge), 영향 도전(influence challenge) 등을 통하여 성숙한다 

(* I, II, III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부상하는 지도자를 통한 사역의 활동이나 열매 보다 그 

지도자의 속 사람의 성장을 위해 일하신다).

10.5.4. 삶 성숙 (Life Maturing)

본인의 영적 은사를 확인하고 사용하므로 사역에 만족을 느낀다. 사역의 열매도 생

기고 고난 갈등 등의 의미도 깨닫고 사역이 기술이 아닌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눅 6:43-45).

고립 (Isolations), 갈등 (conflicts), 생의 위기 (life crises) 등은 인간 성숙을 위해 하나님

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이다.

10.5.5. 사역집중 (Convergence)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은사와 경험에 부합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사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신다. 지도자가 자기의 은사와 경험에 따라 사역을 하는 사역집

중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기의 은사를 모르거나 알지라도 욕심 때문에 결단을 

못 내려서 그러는 수가 있고 혹은 조직이나 상관 (supervisor)이 그를 그의 은사를 따

라 사역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조직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붙잡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10.5.6. 후광 혹은 축제 (Afterglow or Celebration)도 종종 있음. 이 단계는 지도자

가 자기의 사역의 열매를 보며 기쁨을 누리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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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지도자 개발의 예

출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성 지도자들의 태도가 훌륭한 지도자들을 길러내

는데 관건이 된다. 기성 지도자는 출현하고 성장하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성

장을 크게 도울 수 있고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 부정적인 예: 사울 - 다윗

• 긍정적인 예: 바나바 - 바울/ 마가 요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외국어를 배워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좋은 지도자 선발과 훈련은 선

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선발하고 훈련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어 주소서 하라 하신 주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며 지금도 지도

자 개발을 위해 친히 일하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기

를 원하는 잠재적인 지도자들 (potential leaders)을 잘 분별하여 선발하고 그들을 도

와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 목회 사역은 기술에 의하여 되어진다기

보다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지도자 선발과 훈련에

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potential leader의 지식보다 그의 인격과 하나님과 동

행하는 여부 그리고 은사 등이다. 우리 각자가 바울처럼 유명한 지도자가 되지 못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우고 그들의 성장과 사역을 보고 기뻐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10.7. 지도력 이양 (LEADERSHIP TRANSFER)

교회 개척 선교사는 새로 개척된 교회들과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빨

리 현지인 지도자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지인 교회들로 하여금 참으

로 토착교회가 되게 하고 선교사 교회 개척자는 자기 선교지를 떠나 다른 선교지에

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자기의 지도자직을 현지인 지도

자들에게 이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톰 스테픈 (Tom A. Steffen)은 우리에게 그가 관찰한 바를 말해주고 있다: 

“필리핀에 파송된 젊은 선교사로서 나는 서로 다른 섬에서 사역하던 많은 경험 많

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물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을 현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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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하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배운 바와 선교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나는 어떤 선교지 교회도 자체 교회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충분히 떠 맡을 수 있다고 간주되지 되는 교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속한 선교부가 필리핀에서 ‘삼자 모델 (‘three-self’ model)을 성

공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어떤 교회 개척 팀도 성공적으로 

자기들의 사역을 이양하고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교회들을 책임지도록 하지 못하였

다. 심지어 거의 4반세기의 희생적인 선교사역 후에도 그러하였다. (Tom A. Steffen, 

Passing the Baton, La Mirada: Biola University Press, 1993: 2).

10.7.1. 목회 지도자 개발 (PASTORAL Leadership Development)

10.7.2. 바른 목회 지도자를 얻을 것 (Get the Right Pastoral Leader) (Gammage, Jr., 

pp. 58-64).

10.7.2.1. 목회 지도자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What Kind of a Person 

Should A Pastoral Leader Be?)

•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 (Spiritually strong).

• 교회 지도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Gifted for church leadership).

• 나이가 든 사람 (Old enough).

• 남자 혹은 여자 (Men or women).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Call from God).

10.7.2.2 목회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How Should Pastoral Leadership Be 

Chosen?)

• 교회 개척 사역자는 현지교회로 하여금 자기들의 목회자를 선택하도록 도와

야 하고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현지 교인들의 결정이 되어

야 한다.

• 현지교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회 지도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 문제로 성령의 인도하

심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여야 한다. (행1:12-26).

•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선택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후보자를 교회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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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번에 한 사람만 (교회가 한 사람 이상의 목사

를 갖기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을 추천할 것. 두 사람을 추천하여 교회가 결

정하도록 하지 말고 위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도록 부르셨다고 믿는 

한 사람만 추천하고 만일 교회가 인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 교회 개척자는 그 청빙 위원회의 자문으로 일하고 위원회의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그룹이 교회로 조직되기 전에 목회자가 청빙을 받는다면 후원기관

이 그 그룹이 택한 인물을 인준하도록 한다.

10.7.2.3. 목회 지도자 훈련 (Training the Pastoral Leaders)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바울도 자기의 선교 조

력자들과 자기가 세운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훈련하였다. 목회에 최선을 다 하도록 목

회 지도자들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신학교

육이라고 부른다.

10.7.2.3.1. 목회 지도자 훈련의 바른 목표를 가지라. 

교회 개척 사역자들은 목회 지도자 훈련을 위한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한다. 바른 목

표란 해당 목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목회 지도자

의 은사는 다음의 4가지 분야가 있다:

• 정신적인 면 (Mental part).

• 기술적인 면 (Skill part).

• 정서적인 면 (Feeling part). 

• 영적인 면 (Spiritual part).

10.7.2.3.2. 목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 (Kinds of Pastoral Leader Training 

Program)

• 신학교 (Theological School).

• 신학 연장교육 (Extension Theological Education).

• 통신과정 (Correspondence Course).

• 도제교육 프로그램 (Apprentice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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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3.3. 목회 지도자 후원 (Supporting the Pastoral Leaders)

• 교회에 의한 전적 후원 (Full support by the church).

• 전적인 자급 (Full self-support).

• 교회 밖의 전적 후원 (Full support from outside the church).

만일 목회자가 교회 밖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밖에서 직접 후원을 하지 말고 교회

에게 주어 교회로 하여금 후원하게 해야 한다. 만약 돈을 목회자에게 직접 주면 쉽

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연합된 방법 (Combination method).

[필리핀 장로교 선교부의 경우]

첫 해 100% / 두 번째 해 70% / 세 번째 해 30% / 네 번째 해 자립

네비우스는 그러나 본토인 교회를 돕기 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사가 본토인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경고하였다. 

10.7.2.3.4. 목회 지도력을 현지인 목회자에게 넘기고 미 접촉 족속에게로 옮겨갈 

것 (Transfer the Leadership to a Local Pastor and Move to an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역할은 현지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세워지

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사역보다 풀 뿌리 사역에 힘쓰는 경향이 있다. 책

임 있는 현지인 지도자가 나타나면 외국인들은 사역지를 떠날 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떠나는 작당한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너무 일찍 지도력

을 넘기는 것도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오래 머물러도 해가 된다 (Steffen 1995:13).

스테픈 (Steffen)은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철수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

는 5가지 독특한 단계가 있는 교회 개척 모델을 소개한다. 그것들은 

1) 사역 진입 전 단계 (Pre-entry Stage)

2) 전도 이전단계 (Pre-evangelism Stage)

3) 전도단계 (Evangelism Stage)

4) 전도 이후 단계 (Post-evangelism Stage)

5) 철수 단계 (Phase-ou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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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1) 준비단계 (Preparing)

 2) 배우는 단계 (Perceiving)

 3) 전하는 단계 (Presenting)

 4) 완성시키는 단계 (Perfecting)

 5) 떠나는 단계 (Parting) (Steffen 1995: 6-8).

개척자의 역할은 마지막 미 접촉 족속이 복음으로 접촉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Steffen 1995:8). 

스테픈 (Steffen)은 선교사 교회 개척자가 떠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령께서 전체 

교회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과 기술들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지도력 인계의 10가

지 원리를 소개하였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깊은 관계를 맺으라 (Build deep relationships)

2. 현지인들이 비전을 갖도록 하라  

(Make sure the national believers own the vision)

3. 요구하기 전에 사역의 본을 보이라  

(Model ministry before requiring it)

4.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을 하라 (Organize to disperse power)

5. 현지인들로 하여금 즉시 사역에 참여하게 하라  

(Call for ministry involvement immediately)

6.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Expect mistakes)

7. 현지인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Believe in the nationals)

8. 철수 계획을 종종 밝히라 (Announce departure plans discretely)

9. 계획을 세워서 일부러 사역지를 비워라  

(Plan programmed absences)

10. 선교사 교회 개척자가 떠난 후에도 사역이 번창할 것을 기대하라 (Expect 

ministry to increase after the church planters’ departure)(1995: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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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바울이 개척한 교회 / 개척한 교회가 배출한 일꾼들
(Craig Ott and Gene Wilson 2011:51)

교회 동역자 성경본문

루스드라 디모데 행 16:1

더베 가이오 행 20:4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 세군 행 20:4; 27:2

베뢰아 소바더 행 20:4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스데바나 행 18:2; 롬 16:23;

에라스도, 아가이고, 브드나도 고전 16:15-17

에베소 아볼로, 드로비모, 두기고 행 18:24; 20:4; 21:29

골로새 에바브라, 아킵보 골 4:12, 17

빌립보 에바브라디 빌 2:25; 4:18

켐그레아 뵈뵈 롬 16:1

*여기에 언급된 도시는 동역자들이 크리스챤이 되었거나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장소이다. 브

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부터 나왔으나, 행 18:2에서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팀사역

에 합류했다.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123

부록 2 :
교회 개척을 위한 신약성경의 원리들
(Craig Ott and Gene Wilson 2011:59-61)

원리 설명 지지하는 성경구절

1. 교회 개척에 대한 부르심

과 인도: 교회 개척자는 하

나님의 보내시는 장소에 순

종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교

회를 개척한다.

사역으로 부르시는 소명의 

원리는 바울, 바나바, 베드

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분명

하게 볼수 있다. 하나님의 뜻

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다양

하다.

행 13:2; 26:19-20; 갈 

1:11-12; 2:7-9

2. 미래의 교회배가를 위한 

전략적 장소에 교회를 설립

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미래

에 교회배가에 유용한 장소

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

구한다.

바울은 복음이 전체 지역에 

퍼 나갈수 있는 영향을 가진 

도시 중심에 교회들을 설립

하였다.

바울의 복음전파의 대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상세하게 원리

들을 보여준다.

3. 회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

씀을 선포하기: 교회 개척자

는 복음을 가능한 많이, 가능

한 효과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다.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

의 전진과  선교대위임 명령

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방편이다. 

행 2:41; 4:4; 6:7; 12:24; 

13:17-48; 16:31 19:20; 

28:31, cf.  2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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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중에게 복음을 맞추기: 

교회 개척자는복음의 의미

를 변질시키는 것 없이 메시

지를 상황화한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 메

시지를 청중의 눈높이에 맞

추었다.

그 동기는 가능한 많은 사람

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

기 위해서였다.

비교해보라 : 

유대인에게(행 13:16-41), 

이고니안에게( 14:15-17), 

빌립보 간수에게 (16:31), 아

테네인에게 (17:22-31)

5. 인도하심을 위해 성령에

게 의존하기: 교회 개척자는 

모든 일에 성령에게 의존한

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람

이 만든 전략을 능가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사

도들은 인도함을 받는 수단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

령의 지시하는 방향에 의존

하였다.

행 8:26, 39; 10:9-16; 13:2; 

16:6-7, 9-10; 18: 9-11; 

27:23-26

6. 교회 개척에서 팀사역의 

적용: 교회 개척자는 팀사역

을 하였으며, 현지 사역자팀

을 개발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팀으

로 만들어 함께 사역하였으

며, 둘씩 나누어 파송하기도 

했다. 

후에 바울도 다양한 팀을 만

들어 이끌었으며, 복음의 전

진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

을 함께 동역하도록 했다.  

행 13:1-4; 15:36-41; 

17:14-15; 18:1-5, 18-20; 

19:21-22; 20:4-6

7. 새 신자들을 회중으로 결

집하기: 교회 개척자는 새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

서 성장하도록 도왔다.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복음

의 선포에 반응하는 자들을 

함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믿는 자들로 결된 새 회중을 

설립하였다.    

행 2:42-47; 14:23; 18:7-8; 

20:20

8. 새 신자들을 가르침을 통

해 믿음에 뿌리를 내리기: 

교회 개척자는 모든 믿는자

들이 성숙하고 사역에 참여

하도록 일한다.  

바울과 팀동료들은 가르침, 

방문, 편지들을 통해 신자들

이 강건해지도록 헌신하였

다. 또한 재방문을 통해 신자

들을 더욱 강건하게 서도록 

하였다.

행 14:21-22; 16:4-5; 

18:18, 26-28; 19:9-10; 

20:7, 20



IBMC 건강한교회 세우기 세미나 | 125

원리 설명 지지하는 성경구절

9. 교회 권징의 윈칙을 세우

기: 교회 개척자는 건강한 

교회 권징의 성경적 실천의 

모델이 되어 가르치고 정립

시킨다.

바울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유형을 따라 권징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교회들을 바르게 하였다. 바

울은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졌다.

고전 3:16; 5:1-5; 6:1-20 

(cf. 마 18:15-17); 고후 

13:1-4; 갈 5:13-15; 6:1-5

10. 집사와 장로의 준비와 

세우기: 교회 개척자는 현지 

집사와 장로를 개발하고, 권

한을 위임하고, 세운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를 주도

적으로 세우거나, 그 일을 하

기 위해 재방문하였다. 바울

은 동역자들에게도 집사와 

장로들을 세우도록 강권하

였다.  

행 14:23; 15:41; 18:26-28; 

19:9-10; 딤전3:1-13; 딛 

1:5-9

11. 지역교회와 지도자의 책

임: 교회 개척자는 토착화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양하

였다. 

사도들은 교회에 대한 지배

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

지 않았다. 사도들은 지도력

을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현

지 지도자에게 이양하고, 새

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행 13:1; 15:4, 22; 20:17-

38; 딤전 5:1, 17-19; 벧전 

5:1-4

12. 복음의 순결을 방어하

기: 교회 개척자는 복음을 

왜곡하고 곡해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으로부터 복음

을 지킨다.  

바울은 복음의 타협에 대해

서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

고 싸웠다. 그는 십자가의 종

이었고,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다. 

고전 15:1-3; 고후 10-11; 

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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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6:18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I’ll Build My Church”

 I will 
“내가~”

1.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다.
2. 예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다.

Build
“세우리니”

3.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위에 세우신다.
4.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세우신다.

My
“나의”

5.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6.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Church
“교회를”

7.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교회로 변혁하고 새롭게 한다.
8.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지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