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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1 : 목회적 전망과 대응
유관재 목사 . 성광교회

서론 : 코로나는 목회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Ⅰ. 코로나가 목회의 기회인 이유

1. 역사적
• 로마가 기울기 시작한 변곡점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오현제)
- 로마의 전염병

• 교회가 부흥하는 변곡점
- 한 황제가 로마종교의 사제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그리
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
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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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학적
• 비대면(untact) 시대

• 불안의 시대
- 「2050 거주 불능지구」 (The uninhabitable Earth)

• 불행의 시대
- 자살의 이유

• 존 나이스비트 「하이테크 하이터치」
- A. 토플러 「제3의 물결」 → 농경기술, 산업혁명, 과학기술

• 4차 산업 - 정보, 지식 집약형 산업
- 영성의 시대

3. 성경적
• (대하 7:13-14) 13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
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들의 땅을 고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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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로 돌아가기

•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

Ⅱ. 코로나가 선교의 기회인 이유

1. IMB (제리 랜킨)의 연구 결과

2. K-방역 (K-Pop)
• 한민족의 문화

3.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이 무너진 이유
• 포스트 모더니즘
- 네 말이 맞다, 네 느낌이 진리다.
- 네 세상을 만들어라, 네가 주인이다.
-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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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 3: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결론 : 코로나에 대한 목회적 대응

1. 본질로 돌아가기

- 하나님과의 관계(예배), 이웃과의 관계(나눔)

- SNS의 활용

2. 우리 교회만 잘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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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2 : 포스트 코로나 3.8 전략
최성은 목사 . 지구촌교회

(고린도전서 2:1-5)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
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
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 목회의 본질: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3가지

1) 어떤 상황 속에서도 [

2) 어떤 상황속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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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의 [

] 을 의지하라(4절)

] 를 선포하라(2절)

3) 어떤 상황 속에서도 [

] 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5절)

2. 본질을 담는 그릇: 코로나 상황 이후에 반드시 변해야 할 8가지

※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담은 그릇이 바뀌어야 하는 중대한 거대한 [

1) 사탄에서 양보한 [

2) 모든 목회 시스템을 [

] 가 시작 되었다.

] 을 탈환하라

] 으로 전환하라

9

3) 소그룹 모임보다 더 작은 단위인 [

4) 주일 학교 교육의 [

5) 이웃과 소통하고 [

6) 대 사회적인 사역과 복음 전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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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을 든든히 하라

] 을 바꾸어라

] 하라

] 시스템을 구축하라

7)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

] 가 되게 하라

8) 세 가지 목회의 본질에 [

3. 종말의 때를 [

]

] 하고 [

]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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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3 : 새로운 목회 영성
최병락 목사 . 강남중앙교회

1. 이전에 없었던 세상이 오고 있다

- 새로운 BC 와 AD

- 접속의 시대와 단속의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

- 공동체 회복인가 해체인가

- 잠든 사이에 변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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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되어야 할 영성

-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

- 공동체 중심의 영성

- 교회 중심의 영성

- 전도 중심의 영성

- 광야의 영성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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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열방으로

- 위기속에 존재하는 기회 찾기

- 흑암 중의 보화 발견하기

- 골리앗 말고 하나님 보기

-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기

-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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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성 회복과 강화를 위한 제안들

- 찾아가는 큐티

- 온라인 소그룹을 통한 기도나눔

- 성경 릴레이 필사를 통한 공동체 영성

- 시공간을 초월한 연합부흥회

- 연속기도회

- 간증 릴레이

- 기타 좋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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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4 : 코로나 이후 적용 가능한 목회전략

미디어와 예배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Impossible?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

)

*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 :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Impossible → (

)

1. 지구촌교회의 사례
1) 가정예배의 회복
- 그동안 각자의 분주한 삶속에서 소홀히 여겼던 가족간의 관계
- 코로나19의 위기가 오히려 가정예배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복음전도의 기회
- 믿지 않는 가족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 4월 중순 부터 지난 2개월 동안 온라인 등록인원 : 400여명

그렇다면 (

)를 활용하여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2. 온라인 사역의 CPU
1) Contents(콘텐츠)
- 온라인은 메체일 뿐 콘텐츠가 중요하다.
16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콘텐츠는 바로 (
- 온라인은 (

).

) 를 담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2) Persistence(지속성)
- 온라인 사역의 관건은 지속성에 있다.
사례) 일본 동경복음교회

3) Union & Sharing(연합과 공유)
- 한국교회 내의 개교회주의
- 위기상황일수록 복음 안에서의 연합과 공유의 철학이 필요하다.

3. 온라인 사역의 적용
1)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라
- 온라인 매체는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다.
- Instagram, Facebook, 카카오채널
- Youtube, 네이버tv, 카카오tv
-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블로그
- Zoom, Skype, Google Duo
-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정예배의 도구로 활용하라
- 가정예배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모와 자녀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라.
- 모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가정예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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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seminar 4 : 코로나 이후 적용 가능한 목회전략

장년목장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Ⅰ. 코로나19 이후 목장교회 중심의 사역방향 및 대안
1.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1)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원격교육, 재택근무 증거, 온라인 소비 증가)
2) 국제적 인적, 물적 교류의 감소로 인한 전 세계 불황의 가능성
3) 안전에 대한 심리적 과잉 - 안전편집증
4)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부담 - 대형상가, 쇼핑몰에 대한 거부감(소규모, 고퀄리티 선호)
5) 단순 지식 전달은 온라인으로, 체험과 경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 실내보다는 실외(야외) 활동의 증가
6)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홈 이코노미 시대)

2.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목양 사역의 과제
1) 대면 모임 및 대규모 모임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 증가로 인한 현장 예배 및 목장교회 참석, 헌신도, 선교 및 봉사에
대한 관심 하락

2) 현장예배 및 목장교회 등 각종 교회 모임에 대한 안전성 및 영적 안정감에 대한 의문
3)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사역 도구 활용에 대한 대비
4) 목자들의 역량 강화 및 야외 모임과 훈련의 필요성 대두
5) 가정 신앙교육 중요성 대두
6) 코로나 블루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상담 및 지원 대비

3.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목양 사역의 방향성
1) 현장예배 및 목장교회 참석 독려 및 강조
2) 목장교회의 철학과 청지기적 사명 회복 필요
3) 안전한 모임 공간 및 교회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4) 목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목자 교육 및 가정 구성원에 대한 역할 교육
5)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균형
6) 심리적, 경제적 상담 및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목양 케어

4.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목양 사역의 대안
1) 코로나 상황의 완전한 종식 전까지 본인 인증 후 현장예배를 참석하신다면, 예배에 참석한성도들 명단을 사역자들
에게 주면 그 정보를 목양 사역에 활용하며 향후 대그룹 예배를 위한 교회적 캠페인이 필요함
19

2)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해 목자의 역할
이 중요해짐, 이를 위해 사역자가 목자들을 더욱 독려하고, 목자 개개인들을 살피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및 목장별 성경읽기 등을 통해 목장참석을 독려함

3) 코로나 상황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목장원의 케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됨. 이에 따라 목자 교육 중 목자들
의 목양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강화가 필요하여 목자 개인을 통한 목장원 케어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가
능하다면 목장원 중 신앙적 연륜이 있는 권사/장로/안수집사님이나, 돌봄의 은사를 가진 목장원들과 협력해서 목
장원들을 케어하며 목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평소의 가이드 제공

4) 목자훈련 시간만으로 이 모든 것을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목장교회의 철학, 청지기 사명에 대한 온라인
컨텐츠를 미리 제작하여, 지속적인 목자 교육 실시

5) 교회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온계, 소독제 비치 및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6)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모임의 시간과 공간이 제약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을 병행하되 혹 온라인 활
용을 못하는 목장의 경우, 사역자가 목장탐방을 통해 온라인 활용에 대한 실제적 교육 및 도움을 제공

7) 사역자는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상담소와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에 처한 성도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며, 셀그룹 리더
들과 함께 코로나 블루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케어함. 이를 위해 코로나 블루의 현
상과 목양에 대한 교육 실시

8) 가정 교육 세미나, 가족 서약식(아버지 서약, 어머니 서약, 자녀 서약) 진행 및 가정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홍보 실시

Ⅱ. 코로나19 이후 가정 예배공동체 & 셀그룹 공동체 강화에 대한 사역제시
1. 가정 예배공동체 강화에 대한 사역제시
1) 가정예배 캠페인 및 가정예배 순서지(가이드) 제공
a) 가정예배 캠페인 및 가정예배 간증을 통해 홍보하며 주 1회 가정예배 도전 제시
b)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관련 코너를 만들어 주일 말씀에 기초한 가정예배 순서지 제공하며 가정예배의 은
혜를 공유

2) 온라인 영상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정착 유도
a) 온라인 설교 및 찬양을 제공하여 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유도
b) 다양한 방식의 가정예배 소개 및 자료 제공
- 창세기부터 주요 장들을 읽고 나누는 가정예배
- 기독교 교리, 신앙의 주요 질문 등을 나누는 가정예배
3) 가정예배에 대한 특강을 통한 가정예배 교육 및 훈련 제공
4) 가정예배 주일 실시 : 분기별 혹은 연 1회 주일예배를 가정예배 주일로 진행하여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떨어져 있
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며, VIP로 삼고 있는 가족, 친지를 가정으로 초대하여 예배함

2. 셀그룹공동체 강화에 대한 사역제시 / 새로운 두 날개 비전 - 온라인 & 오프라인
1) 온라인 목장교회를 위한 교육 및 다양한 플랫폼 개발

20

2) 목장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심방 및 상담 강화
: 현재 온라인목장교회 및 코로나 이후 목장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과 이유를 파악하여 사역자와 목자가 심방
과 상담을 강화함

3) 평신도 리더십(마을장, 목자) 및 기존 목장원 독려 및 격려, 재교육 실시
a) 평신도 리더십(마을장, 목자)
- 목자 연합 부흥회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영적 충만과 성숙의 시간을 제공
- 목자 리마인드 데이 및 목자 재교육 과정 신설을 통해 보수 교육 실시
b) 기존 목장원 : 목장 연합 부흥회를 통해 목장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셀그룹 모임 격려 및 강조
c) 공통사항 : 강단 메시지를 통해 목자 헌신 강조 및 목장참석에 대한 독려
4) 목장교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나눔지 강의 영상 강화
a) 목장교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찬양과 나눔지 질문, 기도제목 등을 공유하고, 목장에 연결된 선교사, 미자립교회
등의 정보를 제공함. 더 나아가 그룹톡, 그룹 영상 기능도 추가하여 온라인 목장모임을 가능토록 함

b) 나눔지 강의 영상을 녹화하되, 중요한 포인트에 자막을 입혀 더 집중하도록 함
5) 목장교회 주일 실시 : 분기별 혹은 연 1회 주일예배를 목장교회 주일로 정하고 VIP를 초대하여 예배함
6) 온라인 목장교회 실시 :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프라인 목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
7) 지구별 예배 및 마을 기도 모임 다양화
8) 목장센터 차원의 행정지원 및 목장교회 지속적 연구 강화
a) 사역자들이 셀그룹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목장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강화
b) 직장자매를 위한 차별된 목자모임 및 교육 실시

Ⅲ. 국내전도/해외선교/사회봉사에 대한 지구적 사역 논의 및 제안
1. 국내전도
1) 지구별 자율성 및 다양성을 통한 국내전도 실시
a) 지구에서 선교지나 전도대상 교회를 선정하여 특정 기간이 아닌 연중 대상지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

b) 복음전도의 중심사역과 더불어 격년으로 지역사회 봉사사역으로 교회나 연합회, 혹은 정부기관과 연합하여 진행
c) 전도지역 특산물 바자회 등을 통한 국내전도 대상 교회 후원
2) 연속성 강화
- 국내전도 대상교회를 1년동안 꾸준히 관계를 맺으며 목장교회 헌금과 중보기도를 통해 후원하되, 단회성 여름 사
역이 아닌 연속성을 위해 2학기 시작 시 국내전도 대상교회를 선정 발표하고 그 다음년도에도 방문사역을 진행.

2. 해외선교
1) 사역의 연속성 및 다양한 사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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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교구)사역자의 임기에 맞추어 최소 2년 많으면 3년 꾸준히 사역하도록 함. 이럴 경우, 사역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 또한 확인하여 해외선교의 더 넓은 관심, 동기부여가 됨

2) 선교지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
- 각 지구의 사역과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축적, 공유하여 다음 사역에 제안

3. 사회봉사
1) 사회봉사 기회 확장 및 홍보
a) 사회봉사 박람회를 통해 현재 교회와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봉사기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원하는 사
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b) 사회봉사 오픈하우스(가칭)을 통해 새로운 봉사대상을 안내하고 신청하여 연결함
2) 목장교회를 통한 사회봉사 실시
- 목장교회가 모이는 아파트, 지역에서 섬김 수 있는 소스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실행함
(ex. 아파트 청소, 아파트 경비원 격려[편지, 음식 등], 노인정 식사 섬김 등)

Ⅳ. 온라인 사역에 대한 논의 및 사역제시
1. 온라인 사역 전담팀 구축
1) 온라인 사역 전문팀을 통해 컨텐츠 개발 및 제공
2) 교회 어플리케이션 활용성 강화
- 접근성의 용이를 위한 어플과 유튜브 채널 연결 및 교회 소식지 링크, 가정예배 자료 제공

2. 다양한 컨텐츠 개발
1) 주일 설교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편집 및 제공(5-10분 영상)
2) 개방된 온라인 컨텐츠 개설
a) 찬양 제공(예배 중 진행된 찬양부분)
b) 가정예배 온라인 설교 제공
c) 온라인 낭독 성경 - 타이틀: 매일 성경낭독 / 책 읽어주는 사역자 등등
d) 온라인 찬양 배우기 - 공예배 찬양 중 한 곡 또는 매달 1곡씩 진행
e) 온라인 성경 퀴즈 및 사회적 이슈, 신앙(성경) 질문, 조직신학 등을 컨텐츠 제공

3. 교회 특성에 따른 온라인 사역의 결합
1) 정교인 과정만이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
2) 목장교회의 의미와 형식을 안내하고 목장교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제공

※ 코로나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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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seminar 4 : 코로나 이후 적용 가능한 목회전략

교육목장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나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코로나19 비극에서 배운 것을 통해 앞으로
(팬데믹) 발생을 막기 위한 시스템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빌 게이츠(Bill Gates)

Ⅰ. 코로나19 교육목장 사역 방향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LIKE

NEW LIKE

Ministry

Ministry

Ⅱ. NEW LIKE 사역이란?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교회교육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교육목장 NEW LIKE 7대 핵심가치 사역’
을 통해 지구촌의 다음세대들이 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②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 ③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① 신앙 교육을 받는 어린이(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역을 꿈꾸며, ②
변화된 어린이(학생)들로 인해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역을 기대하며, ③ 변화된 어린이(학생)들로 인해 하
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역(창1:31)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Ⅲ. 교육목장 NEW LIKE 7대 핵심가치 사역이란?
NEW

N Network(온라인사역)
E Education(교육사역)
W Worship(예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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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L
I
K
E

Love Family(가정-부모사역)
Impress Society(구제-돌봄사역)
Knock the World(전도-선교사역)
Enjoy Cell(소그룹-목장사역)

Network
온라인사역

① 유튜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음세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신앙 컨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
국사회의 온라인 기독교 교육 사역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② 미니스튜디오: 미니 스튜디오을 오픈하여 다음세대와 부모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신앙컨텐츠(큐티,
찬양, 부모교육 등)를 제작하며, 다음세대들이 직접 참여(어린이방송팀, 청소년 JBS팀)하여 컨텐
츠를 만들어 온라인사역을 활성화한다.
③ 쉐어링(sharing): 교육목장에서 제작하는 여러 온라인 컨텐츠(찬양, 큐티, 교육 등)를 지역교회,
교단을 뛰어넘어 공유하여 한국교회와 해외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④ 컨설팅(consulting): 침례교회 내 중소교회 및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 내 온라인사역을 필요
로 하는 교회들에게 온라인사역의 틀을 마련해주고 돕는 컨설팅 사역을 진행한다.

Education ① 리뉴얼(renewal): 교육목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를 코로나19 이후 상
교육사역
황에 맞게 리뉴얼하여, 다음세대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컨퍼런스(conference): 넥젠컨퍼런스를 통해 리뉴얼된 다음세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를
지역교회와 미자립교회에 보급하고 나누는 코칭 사역을 진행한다.
③ 온라인교육: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목자교육, 부모교육, 어린이(학생)등을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한다.
④ 코딩(coding)교육: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영적 리더로 길러내기 위해 성
경교육 진행시 코딩 교육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논리력과 사고력,
창의성을 개발할 뿐 아니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Worship
예배사역

① 예배 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현장예배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음세대를 위한 현
장예배 참여 강조와 활성화 그리고 중요성을 알리는 예배캠페인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② 예배 업그레이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배 환경을 고려하여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세대별 눈높
이에 맞는 예배시간과 순서를 통해 역동적인 찬양과 복음 설교, 소그룹모임, 특별예배를 기획하여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③ 온라인 예배: 코로나19 이후 현장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음세대들을 위해 주일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공한다.
④ 예배 공유 서비스: 현장과 온라인예배 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교회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 컨텐츠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한다.

Love
Family
가정부모사역

① 가정예배: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예배가 각 가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정예
배 교육(가정예배학교, 가정큐티학교등)을 제공해 각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한다.
② 부모교육: 연령대(미취학, 어린이, 청소년)에 맞는 부모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문
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③ 부자교육: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신앙의 전수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교
육(아빠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부모와 함께하는 1일여행, 부자 천로역정여행, 유아목장, 성품교육,
혼전순결교육 등)을 진행한다.
④ 홈스쿨(homeschool): 성경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인 지구촌 홈스쿨을 활성화하
며, 교회내 홈스쿨을 희망하는 가정(현재 92가정 진행 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부에서 홈스
쿨에 관심 있는 분들을 돕는 컨퍼런스 사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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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
Society
구제돌봄사역

① 취약계층 돌봄: 교육목장 안에 있는 취약계층(한부모, 조부모,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을 지
원한다.
② 지역사회 섬김: 지역사회의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보호 시설들을 돌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회 다음세대 행사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초청하여 섬긴다.
③ 장학사역: 사회복지부와 협력하여 다음 세대 장학금 및 학원비, 수련회 회비를 지원하여 미취학/어
린이/청소년들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Knock the ① 셀투(국내전도): 국내 미자립교회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지도록 영적 훈
World
련을 돕고 지원하며 실제적인 봉사사역으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을 실천한다.
전도② 고투(해외선교): 해외 곳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사역을 어린이
선교사역
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선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중보 기도와 참여를 통해 복음적 세계관과
비전을 품도록 한다.
③ 캠투(학교 대상 사역): 다음 세대가 교내를 포함한 지역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 활
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음 세대 간에 신앙 소그룹의 형성을 지원하고 교회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주중 만남을 통해 교제하고 신앙 교육을 이어간다.

Enjoy Cell ① 목장 캠페인: 부모, 목자, 목장원들에게 목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목장
소그룹모임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목장사역

② 목장 축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속한 목장에 참여함으로 가정과 교회의 신앙적 교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목장 오픈 하우스, 부모초청주일, 목장 데이, 유아목장 등으로 목장 축제를 진행한다.
③ 목자 가이드: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목장 상황을 고려하여, 목자들의 적극적인 목장 인도를 돕기 위
해 목장 인도법, 상담과 심방 등 다양한 교육적 내용을 가이드한다.
④ 온라인 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소그룹 교제와 영적 나눔의 활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
록 온라인 셀을 지원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 양육의 성공이 곧 교회 공동체의 성공이다.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다. (2020. 5. 3 최성은 담임목사 주일설교 발췌)

26

memo

seminar 4 : 코로나 이후 적용 가능한 목회전략

젊은이목장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1. 코로나 이전 젊은이목장사역센터 WAVE 비전

2.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
① 포스트코로나 : 새로운 일상 으로 Into New Normal
▶ 코로나 이후 개인은 예전에 경험하던 일상이 아닌 ( 새로운 일상 )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 언컨택트 ) 이다.
② 언컨택트의 시대
▶ 언컨택트 : 접촉 하는 ( 방법 )을 바꾼다.
▶ 구조적 ( 불평등 ) 및 취약계층의 ( 경제적 ) 어려움 증가
▶ ( 온라인 )의 일상화
▶ ( 비대면 ) 의사송통의 능력에 대한 교육 필요
▶ 정부, 종교, 외부인 등에 대한 ( 불신 ) 증가
▶ 가족 중심의 ( 소수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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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역 방향 연구
▶ 포스트코로나의 시대적 요구 방향에 발맞추어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① 서구 교회들의 앞선 온라인 사역 현황
▶ 서양 문화권, 특별히 북미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 접촉 목양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
다. 대표적인 3개의 교회에서 실행하는 온라인 목양 방법을 통하여 지구촌교회 젊은이 목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대상교회:
⒜ First Baptist Dallas 달라스제일침례교회 :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 위치한 남침례교단 소속 침례교회
⒝ Saddleback Church 새들백교회 : 미국 켈리포니아 주 얼바인에 위치한 남침례교단 소속 침례교회
⒞ Gateway Church 게이트웨이교회 : 미국 텍사스 주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초교파 교회
▶ 온라인 사역 소개
⒜ iCampus : 실행 중인 교회 – First Baptist Dallas

- TV 방송 채널 같은 개념의 온라인 교회
- 24시간 전세계 어디에서나 설교를 포함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훈련 과정 : 실행 중인 교회 – 모든 교회

- First Baptist Dallas : Discipleship University(=DU) : 온라인 제자훈련 개념의 강의를 유튜브와
Zoom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8주와 14주 등 다양한 기간와 깊이의 훈련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함.
- Saddleback Church : My Channel : 개인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맞는 단어를 고르면
그 단어에 맞추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훈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 유튜브 라이브
러리 같은 컨셉.

- Gateway Church : Equip Library : 개인 혹은 그룹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
어서 개인이 상황에 맞추어 원하는 강의를 해당 스케줄에 맞추어서, 혹은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음.
⒞ 구원 초청 및 새가족(Newcomer) 가이드 : 실행 중인 교회 – Saddleback & Gateway Church

- 온라인을 통하여 처음 예배에 참석했거나 온라인 교회(=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가 체
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음. 또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가이드가 잘
준비되어 있음.

- (예 1) 게이트웨이 교회: 영접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영상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그 영상 페이지를 통하
여 새가족 담당 목회자나 소그룹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예 2) 새들백교회: 새롭게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환영 영상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 그 페이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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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안내에 따라 교회 설명 및 소그룹(=목장)으로 연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② 현재 젊은이목장 목양 및 교육의 형태 진단
▶ 제자훈련 : 귀납적 소그룹 제자훈련으로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토론 및 나눔 형태로 진행
▶ 교회 필수 기본 교육 : 새생명의 길, 새가족의 길, 목장교회의 길 등 강의 후 소그룹 나눔 형태로 진행
▶ 목자 교육 : 토요 목자 모임은 현장 예배 및 목자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
▶ 목장 교육과 목양 : 주일 현장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1:1 대면 심방을 통하여 개인 목양 진행
◈ 모든 교육과 목양의 방법이 ( 현장 )에서 ( 접촉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젊은이목장 신앙 교육과 목양의 방향
▶ 언컨택트 : ( 접촉하는 방법을 바꾼다 )
▶ 목양과 교육에 언컨택트를 적용:
⒜ ( 일대일 ) 제자훈련 : 접촉의 ( 최소화 )와 ( 효과 )의 극대화
⒝ 온라인 신앙 훈련 : ( 비대면 ) 교육 훈련의 활성화
⒞ 온라인 신앙 ( Q&A ) 채널 운영 : 대면 목양의 대안으로서 비대면 목양 활성화
⒟ 주중 소그룹 온&오프라인 목장 모임 : ( 새로운 접촉 )의 형태를 활용한 목장 활성화
⒠ 온라인 ( 상담 ) 채널 : 비대면 목양에서 접촉의 창구 마련

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젊은이목장 사역 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사역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최성은 담임목사님의 포스트코로나 사역 방향에 근거
하여 젊은이목장사역센터의 WAVE 비전을 강화하여 HOLY WAVE 8대 사역 가치를 창출 및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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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 : Home – 영적 ( 가족공동체 ) 역할 / 미래 건강한 ( 가정 준비 )

- 가족 중심의 소수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 목장 )이 가족 공동체의 ( 대안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촌 젊은이들이 미래 가정의 ( 배우자 )와 ( 부모 )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가족 붕괴 시대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건강한 ( 가족상 )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O : Online – 온라인, ( 미디어 )를 통한 연계 /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 소통 )

- ( 항상 – anytime ), ( 어디서나 – anywhere ), ( 소통형의 – interactive ), ( 필요 – on demand )를 채우
기 위하여 대학 청년 문화 사역팀을 구성하여 (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한다.

-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 양질 )의 컨텐츠(교육/상담/전도 등)를 제작한다.
- 주요 컨텐츠 : 말씀(묵상 브런치 등), 찬양(홀리웨이브 및 파워웬즈데이), 워십댄스, 홀리로그(사역 리뷰 등),
온라인 교육 훈련(제자훈련 및 기본 훈련)
③ L : Love - ( 사회적 ) 나눔실천 / 공감과 위로를 통한 ( 회복사역 )

- 사회의 필요를 적극 반영한 ( 착한 나눔 )(예: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등)을 통하여 주변 사회에 ( 선한 영향력
)과 함께 사랑을 전한다.
- 청년 사업자들을 위한 희망 배달과 같은 선한 나눔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 ( 침체 )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
질적인 ( 사랑 )과 ( 감동 )을 전한다.

- 주요 사역 :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희망 나눔 젊은이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
기, 군 지체 위로 사역 등
④ Y : You & I – 1:1 ( 관계중심적 ) 사역 / ( 세대간 ) 멘토링 / ( 연결 ) 및 ( 소통 )

- 코로나 이후 ( 고립 )된 취약계층 지체들을 찾아가서 1:1 ( 관계중심적 )인 심방을 진행한다.
- 대그룹 강의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 1:1 멘토링 ) 및 ( 코칭 )을 통해 관심과 돌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 이후 ( 세대 간 갈등 )을 장년 멘토와 젊은이와의 연결을 통해 세대 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W : Worship – 역동적 (현장예배) / 시대적 ( 대안예배 )

- 코로나 이후 약화된 현장 예배를 살리기 위해 매 주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Holy Wave 예배와
캠퍼스와 직장 일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깊이 있는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Power

Wednesday 예배로 인도한다.
- 코로나 이후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균형을 위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 예배자 )’를
세우는 ( 예배 캠페인 )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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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과 온라인 예배 진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 중/소 교회 )를 위해 예배 진행을 ( 지원 )
하는 사역을 준비한다.
⑥ A : Ability – 진로, 일터 ( 멘토링 ) 훈련 / ( 선한 영향력 )의 인재 양성

- 코로나 이후 젊은이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 (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자들로 양성하기 위한 프
로그램을 실행한다.

- 대학지구 GLA(Godly Leadership Academy)와, 청년지구 ‘일터학교’ 멘토링 훈련을 통해 대학생에게는
하나님의 ( 소명 )과 ( 진로 )를 발견케 하며,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일터 속에서 ( 일터선교사 )로 세워지도록
훈련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 복음, 문화, 진로 ) 등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⑦ V : Vision – ( 복음 전도자 ) 양성 / ( 선교적 삶 )의 실천

- 코로나 이후 젊은이들의 삶이 ( 복음 중심적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는)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 이후 고립되고 도움이 필요한 ( 취약계층 )을 향한 ( 나눔 )을 통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
- ( 외국인 유학생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 선교사 )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돕는다.
⑧ E : Education – ( 성경적 ) 세계관 교육 / 목장교회 / 예수제자 훈련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에 이슈와 현안에 ( 성경적 가치관 )과 바른 ( 기독교 세계관 )을 모색해가는 교육 훈
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코로나 이후 상황에도 교회 기본 필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 온라인 시스템 )을 구축한다.
- 각 시대가 ( 복음 전도자 )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한 ( Xee 전도폭발훈련 ) 등을 통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 영적 영향력 )을 줄 수 있는 ( 목자 )와 ( 영적 목양 )을 제공해 줄 수 있는 ( 목장 공동체 )
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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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부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I. 역사 속 팬데믹 : 기독교 출현 이후
구분

사망자

결과

AD 251 키프리아누스 역병

천 만 명 이상 사망

로마제국 쇠락, 기독교 인정

14세기 흑사병

육 천 만명 이상 사망

로마제국 쇠락, 기독교 인정

1918년 스페인 독감

오 천 만명 사망

노동력 감소, 산업화 근간

AD 165 안토니우스 역병

II. 성경 속 위기와 결과
당사자

위기

결과

사도바울

옥중 구속

옥중서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추방

제자훈련, 아볼로

예루살렘교회

당국자들의 핍박

흩어져 교회개척

사도들

폭력

담대한 복음전파

예루살렘교회

세계적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안디옥교회의 부조헌금

다윗 인구조사

전염병

아라우나 타작마당, 성전터

III. 코로나 19 : 선교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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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불안감

복음 전파 긴급성 회복

재정 위기(교회, 선교사)

Re-set, 우선순위와 선교의 본질 회복

방문 어려움

평가, 기도, 훈련

인종차별

동역자 확인

IV. John Stott 선교 정의
“선교는 복음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양자 모두” 로쟌회의 1974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요20:21
교회의 선교 핵심 단어: 보내다. SEND

V. 선교의 핵심 단어 S . E . N . D
Spirit

성령

행 1:8

Evangelism

복음전파

막 16:15

Network

은사로 하나됨

엡 4:13

Desire of God

하나님의 열망

벧후 3:9

VI. 선교의 방향 전환
Personal Power 개인 능력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

물리적 땅끝 개념

정서적 영적 땅끝 개념 Expand

Competition 경쟁

협력 Network

Management 경영

제자훈련 Discipleship

VII. 실제적 선교 제안
1. 영적 능력 : 기도, 말씀
2. 확장 : 국내 타문화 사역( Joseph Mission: 이주 노동자, Ruth Mission: 결혼이주민, Daniel Mission: 외국
인 유학생) 난민 사역, 인터넷 영상센터, 선교신학 강화

3. 연대 : 선교전략, 선교기도 합주회, 선교훈련, 선교재정, 선교지 방문
4. 개발 : 선교사 Member Care, 연령별 선교교육, 영상선교자료, 선교역사 발간, 위기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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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도부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Ⅰ. 국내전도부 사역의 목표
■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하고, 사역현장으로 파송하여 지역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Ⅱ. 국내전도부 주요 사역 (두 날개)

Ⅲ. 국내전도부 세부 사역

Ⅳ. 코로나19로 인한 사역 현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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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코로나19 이후 사역의 방향 (CUE 사역)

1. 변화
■

전도방법의 변화: 안전한 대면 전도방법과 다양한 비대면 전도 방법 개발

■

전도대상의 변화: 기존현장 외에 온라인 예배 시 복음 선포와 결신 초청 → 온라인 등록자 전도, 가족 관계 전
도(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

전도도구의 변화: SNS 전도, QR코드 전도지, 2분 복음영상 등으로 다양한 가상공간 활용

■

전도훈련의 변화: 부모가 전도의 본이 되는 가정 중심의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2. 연합
■

목장과 지역사회의 연합: 지원하는 협력미자립 100곳의 교회와 소그룹 목장연결을 통한 지원

■

사역팀과 협력기관과의 연합: 교단, 전도폭발한국본부, 경기대, 여명학교(기숙사), 군선교연합회, 6개 교도
소, 지원병원, 22개 후원부대 방역기 지원 등

■

부서와 부서의 연합: 사회복지부 연계 탈북새터민 지원, 대학지구 연계 나라지킴이(군) 위로 사역 등

■

교회와 교회의 연합: 교회연합회 및 지역교회 연대

3. 확장
■

미자립교회 지원 확장: 자립 정도에 따른 그룹별 맞춤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월세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척교회 전도지 지원 및 후원

■

목회자 지원 확장: 목회자 힐링 수련회 진행, 도서 지원, 격려 손편지, 긴급 요청 후원, 온라인예배 지원 및
경제적 지원

■

지원 계층의 확장: 대사회 미자립교회 소외계층 지원, 탈북 새터민가정, NK빵두유공장, 구호물품, 행복한 면
역바구니 사역

■

중보기도의 확장: 목장과 교회적 중보기도의 대상을 미자립교회, 군교회, 새터민 가정까지 확장

Ⅵ. 그 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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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MET 단기선교: 지원 대상 교회 중보기도, 지정 헌금, 필그림 목회자 모임 진행

■

전도훈련: 비대면 훈련(바울서신), 온라인 강의로 훈련자 교육 점검, 새로운 전도훈련 연구

■

군 사역: 군 특성상 교단군목 지원, 민간파송목사(7명) 지원, 군침례지원의 사역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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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BC AC 의 시대
사회복지부는 3N3G<New Family> 사역을 나눔 <SHARE> 철학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1. Social ministry _대사회적 사역

“코로나는 가난을 좋아한다”

비대면으로 강화되는 대(對)사회적 사역
사회봉사팀

*Messenger Project
1) 사랑나눔상자 (긴급 방호 kit)
2) 사랑의 장바구니
3) 함께 나누는 선물
4) 사랑의 김치
5) 긴급 지원금 확충

2. Hub of small group (Cell group) _소그룹 사역의 구심점 “목장 사역의 성장에 대한 응답”

소그룹 사역으로 통한 대(對)사회적 사역의 확장
*선한 울타리 사역 : 대상고교 졸업 후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돌봄사역
- 울타리팀 : 숙소관리, 집기구매, 장보기, 주민센터업무, 부동산업무
- 일자리팀 : 취업상담, 고용지원센터 업무지원
- 회계 및 장학팀 : 회계, 대학생 생활비지원
- 상담 및 재무관리팀 : 심리상담, 예적금 가입
*입양 사역 :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보통의 삶’을 제공하는 사역
- 입양 홍보팀 :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개
- 입양 부모모임 : 입양 목장을 통해 입양가정의 연대를 형성
- 양육 상담팀 : 입양아 양육에 대한 심리, 정서, 영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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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liance of ministry partner _동역자의 연대

“一人百步 不如 百人一步”

동역교회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복지선교 노하우와 자원의

4. Remember the essence _본질을 기억함

“사회복지에서 복지선교로”

본질의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
- 부서명 변화를 통한 정체성 강화
- 사역 프레임 확장을 통한 정체성 강화
- 해외선교부, 국내전도부와의 사역 연계를 통한 정체성 강화

5. Extended contact _확장된 연결점

“단절이 아닌 최적의 연결을 위한”

O4O “Online for Offline”
장애인 사역팀

동행예배

호스피스팀

문화사역팀

아름예배 실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자 교육을 위한

기독교 온라인 공연물

장애인 큐티

라디오 컨텐츠 개발

컨텐츠 개발

기획 및 개발

장애인 성경공부

지구촌교회 사회복지부
Social ministry Hub of small group Alliance of ministry partner Remember the essence Extended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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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부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Ⅰ. Post Corona 세 가지 이슈
1. 온라인 (on-line)

2. 가족 (family)

3. 이단 (heresy)

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사역 방향

1. 온라인 (on-line)
1) 말씀 - 교회 안에 모든 교육시스템을 온라인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병행)
2) 기도 -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현행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

2. 가족 (family)
1) 말씀 (사사기 21:25)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 예배(대그룹의 교회 예배, 가정예배)
3) 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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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단 (heresy)
1) 정서적 측면

2) 신학적 측면

3) 목양적 측면

Ⅲ. 제안사항 (Post Corona 중형교회 교육 방향)

Chang 교육
1. 기초반 ( 새생명 새가족)
2. 중급반 (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 (담임목사님 강의안 만들기)
3. 영적무장 (이단으로부터 보호 교육 이름하여 Change 교육) )
1단계 – 신천지 또는 이단에 접촉한 성도가 다시 교회에 들올 때 관계 및 사전 이단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2단계 – 성경적 비유해석
3단계 – 성경적 요한계시록
4. 사역반(중보기도 / 전도(생명의 다리))
5. 지방회 연합하여 지역 전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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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seminar 4 : 코로나 이후 적용 가능한 목회전략

국제부 & 글로벌목장
지구촌교회 부서별 연구발표

1. 코로나 뉴 노멀의 세계적 현상
1) 글로벌 연대 균열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 심화, 비자 취소 및 이동 제한. 외국인의 현지 정착과 생활에 어려움. 인종 차별 등

Ex) 국가간 마스크 쟁탈전, UN, EU, WHO(세계보건기구) 기능 약화, 입국 금지 등

2) 전체 주의 확산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제제를 말한다.

EX) 지역간 이동 금지, 공공시설 폐쇄, 집합 금지 조치, 배급제 등

3) 홈 루덴스 문화 확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에서(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이다.

EX) 아마존 온라인 쇼핑, 넷플릭스 최대 실적.

4) 회색 코뿔소 (Gray Rhino) 의 부각
2013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미셀 부커 세계 정책 소장이 제기한 회색 코뿔소 이론이다. 이것은 뻔히 보이고 경고
도 계속 울리는데 실제 현실화 되기 전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코뿔소는 모두 회색인데 사람들이 검
정이나 하얀색이라고 착각 라는 것에 착안하여,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 숨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EX) 온라인 사역에 대한 준비(설교, 헌금, 교육, 영상 콘텐츠 등) 부족
인권과 신 인류(인종차별, 이단, 성 소수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등)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목표, 방향성과 전략 필요)

5) 사회의 디지털화 (Digital Transformation)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4차 산업 혁명으로의 빠른 전환

2. 지구촌 교회 코로나 대응 평가
1)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예배 및 사역 진행
EX)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 온라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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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저한 방역을 통한 안전과 매뉴얼 대응
EX) 마스크, 손 세정제, 전신 소독기, 온라인 예배 등록, 교인 확인증 등

3) 정기적 안내 서신과 목회 서신을 통한 소통
4) N.C.C 기도회를 통한 영적 회복과 부흥
5) Networking을 통한 교회 연대와 통합
EX) 침례 교단(신학교), 성남 교회 연합회, 지방회, 디아스포라 미션 교회 등

6)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와 대처
EX) 목장 교회, 영상 예배, 온라인 헌금 등

7) 대 사회적 필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 성남시, 용인시 긴급 구호 재정 지원, 중국 마스크, 세정제, 헌혈 등

3. 코로나 뉴 노멀 관심 가져야 할 신 인류
1) 한인 디아스포라
통상적으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한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2018년 743만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170여 개
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세계화와 세계 시민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민족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현재 미국(4,454 교회)를 제외한 해외 한인 교회로는 1693개로 캐나다

(483개) 일본(231개), 오스트레일리아(205 개), 독일(138개) 영국(73개), 브라질(60개), 뉴질랜드(37개), 프랑스(25
개) 등이다.

(http://www.christiantoday.us 전 세계 한인 교회, 크리스찬투데이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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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현지 체류
② 한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③ 평신도 선교사 양성
④ 한인 교회를 통한 역 선교 (reverse mission)
⑤ 지역별 동역 허브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 사역의 시너지
⑥ 지구촌 교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여 세상 변화 사명 완성

2) 다문화 가정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원은 2018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33만 5천가구, 대략 100만 9천명이라고 통계
청에서 발표했다. (https://www.yna.co.kr/view) 연합뉴스 다문화 가구 원 100만명돌파(2019.09.12).
다문화 가정은 한국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계 중국(11만 9천명 34.9%), 베트남(7만 2천명 21%),
중국(6만 8천명 19.9%), 필리핀(1만 9천명 5.6%)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 서울, 그리고 인천 등에 많이 거주
하고 있는데, 지구촌 교회 인근인 수원, 성남, 용인에 대략 4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① 언어 소통
② 부부 갈등
③ 사회 적응
④ 자녀 교육

3)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2019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91만 4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했고, 주로 경기, 충남, 인천 지
역 등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해외 유학생의 경우 대략 16만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중국(7만명), 베트남(3만7천명), 우즈벡(7
천 3백명), 몽골(7천 3백명)의 순으로(2020.03.31 법무부 홈페이지) 이중 지구촌 교회 인근에 대략 8,112명이 거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
① 신분 유지(비자)
② 의료 및 피해 구제
③ 의사 소통(언어)
④ 외로움(가족과 자국 문화와의 단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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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나안 성도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못 나가거나,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최
대 200만 명에서 최소 150만 명은 된다. (https://baptistnews.co.kr/mobile/article)-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들은 누구인가(2019.01.24. 침례 신문)
①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실망
②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③ 개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함
④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http://www.gospeltoday.co.kr/news) 가나안 성도 200만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 2018.07.06

5) C.E.O (Christmas, Easter Only) 성도
6) 온(Online) 성도
① 출석 교회의 개념이 약화

2만 vs 12 만(설교 영상 조회수가 출석 교인 수를 크게 넘어 섬)
http://m.kmib.co.kr. 내게 맞는 예배 찾아(2020.04.22)
② 가정 예배의 중요성 인식(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찾음)
③ 유익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갈급
④ 지역과 거리를 넘어선 그룹 모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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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부 & 글로벌 목장 사역 센터 사역
1)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
현재 4개국(중국, 베트남, 일본, 뉴질랜드), 8개 디아스포라 미션 교회
앞으로 베트남(하노이),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등의 한인 거주지 교회 개척 혹은 디아스포라 동역 교회 필요

2) i – Global Mission Church (Global i Center)

①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구독자 1천명 필요
② 컴퓨터를 통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최저 인원 필요 없음
③ 페이스북을 통한 라이브 방송(개인 계정과 페이지를 통한 구분)

EX) 중국의 목회자가 없는 교회 증가, 일본의 1,000개의 부목 교회
- i Bible study: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 i Groups: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중보 기도 등
- i Resource: 번역, 교육 훈련, 영상, 디자인 자료 공유

3) G Net
① 동역, 협력 교회 연합 모임
② 한인 침례교 디아스포라 교회 포럼
③ 디아스포라 연합 부흥회 및 수련회
④ B.W.A(세계 침례교 연합 모임) – Global Impact Church
⑤ A.P.B.F(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연합 모임)
⑥ 해외 교단 & 신학교 연합 사역

4) G Bridge
① Global Dream Factory
대상: 다문화 & 외국인 가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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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여 다문화 가정의 다름을 강점으로 만들어 글로벌 인재로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계기를 만든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 전도의 계기
를 삼는다.

EX) 멘토링, 문화 탐방, 한국어 교실, 영상 학습 지원
② Gemstone Crew
대상: 글로벌 목장 소속 청소년
글로벌 지구 청소년들에게 선한 놀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음악, 춤, 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 자유로운 형태와 주제로 기독교 문화 창조
③ Recharging up (충전 중)
대상: 한인 유학생 사역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방학 기간 동안 세미나 혹은 집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며 세상 변화의 사명을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이루어 가도록 도전 한다.

5) G.M Center
대상: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구촌 교회 인근 지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교회로 오신 시간이 대략 왕복 4시간 소요된다.
이로 인해 상황상 교회 예배 참석이 쉽지 않고, 참석한다해도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
인 거주 인근 지역에 예배드릴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더 많은 외국인 노동
자와 다문화 가정이 참여할 수 있다. G.M 센터의 운영은 주일 MD 공간 활용에 여유를 갖게 하여 다른 예배부
의 모임과 교육 훈련 등의 모임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x)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바리스타, 한국어 교실, 이미용 등) 제공
쉼터를 통한 외국인 소통과 케어 사역
주일 예배

51

memo

seminar 5 : 변화된 목회환경의 체질개선 및 대안
김중식 목사 . 포항중앙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
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
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한국교
회의 생존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냉철한 현실직시가 없는 희망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교회의 생태 환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는가?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저는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목회의 방법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도 교회의 체질 개선에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
터라도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고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해야합니다.

먼저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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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보겠습니다.

「그림 1」 전통교회

「그림 2」를 보겠습니다.

「그림 2」 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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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보겠습니다.

「그림 3」 셀교회(생명력이 중요합니다)

1. 이런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분량을 따라 세워진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해야 하는 토양 작업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꼭 10가지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10가지 토양만 만들어져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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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홉째,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열 번째, 복음 전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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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6 : 포스트 코로나시대, 목회와 사역
안희묵 목사 . 꿈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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