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십 공동연구 (LEADERSHIP COLLABORATIVE) 

 

리더십 공동연구의 정의 

 

리더십 공동연구는 다음 세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1. 개인적 리더십: 자신을 먼저 리드하기  

2. 조직적/생산적 리더십: 리더십 역량 키우기  

3. 재생산적 리더십: 지속적인 리더십 개발하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모임  

2. 전화회담이나 화상통화 (Google Hangouts) 를 통한 대화  

3. 매달 동료 코치와 함께 미리 주어진 질문들을 전화로 통화  

 

서로 연결하기  

 

소그룹 모임에서 다음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열어가기  

 

•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당신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앞의 두가지가 당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 18 살 이전에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흥미로웠던 일 혹은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리더십 이해하기  



	

 

개인적 리더십: 다른 사람을 리드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리드하기  

 

고전 9:25-27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토마스 왓슨  (Thomas Watson), 1914 년부터 1956 까지 IBM 사의 CEO 역임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가 매일 매일 자신을 어떻게 

리드하는가 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없다.”1  

 

로버트 리 (Robert E. Lee), 미국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장군  

 “자기 스스로도 통제 못하면서 남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2  

 

오마르 브래들리 (Omar Bradley), 미 육군 사령관  

 “한 리더의 위대함은 리드받는 이들이 무엇을 성취했는냐에 의해 평가된다.”3  

 

올해의 중점사항  
 

• 소개 
 

• 영성: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할 것인가?  
 

• 신체상태: 어떻게 당신의 건강, 지성, 감정을 돌볼 것인가?  
 

• 삶의 초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 핵심가치: 어떻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1	Thomas Watson. Quoted in Leadership Gold: Lessons I’ve Learned from a Lifetime of Leading, by John C. 
Maxwell (Nashville: Thomas Nelson, 2008), 17.	
2	Attributed to Robert E. Lee. Quoted in Dictionary of Military and Naval Quotations, by Robert Debs Heinl 
(Annapolis, MD: U.S. Naval Institute, 1966), 59.	
3	Omar Bradley. “Leadership,” Parameters, Vol. 1, No. 3, 7–8. Quoted in Leadership Statements and Quote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5), 3.	



	

• 우선순위: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 관계: 누구와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 상호책임: 코치 혹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가?  
 

• 성장: 성장이 필요한 부분과 그 방법은 무엇인가?  
 

• 순종: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소명 이야기 함께 나누기  

 

오스 귄니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강력하게 부르셔서 우리의 전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특별한 헌신과 활력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섬김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4 

 

소명: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인식  

•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는가?  

•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는가?  

 

소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내적 소명  

o 한 리더의 마음과 삶 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o 예: 이사야  

• 외적 소명  

o 내적 소명을 확증하는 다른 리더들의 확인  

o 예: 젊은 사무엘의 삶에서 엘리의 역할  

 

당신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4 Os Guinness,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Nashville: Thomas Nelson, 
2003), 4. 



	

 

• 지식 (Know): 당신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 존재 (Be): 당신의 삶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예수를 위한 철저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 행함 (Do):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소명에 대한 의식과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받은 은사와 열정에 근거해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1-17을 연구해 보십시오.  

 

• 본문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리더십의 원리를 찾아보십시오.   

• 15 절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 정체성: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 지금부터 3 년 이내에 나는 어떤 모습의 리더가 되기 원하는가?  

• 지금부터 15-20년 이내에 나는 어떤 모습의 리더가 되기 원하는가?  

• 리더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가?  

• 나와 나의 리더십의 모습을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로 설명될 수 있는가?   

 

리더십 개발 계획  

1. 목적과 비전 선언문 

2. 배움의 기회들   

3. 전략적 연합  

4. 사각지대  

5. 코칭  

 

누가복음 7:36-50 을 살펴 보십시오.  



	

• 당신에게 있는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서 울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죄인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를 닮기보다는 바리새인을 닮는 경우는 없습니까?  

• 현재 당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o 맞아들이기 (Greeting) 

o 받아들이기 (Acceptance)  

o 용서하기 (Forgiveness)  

•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게 

사랑하기보다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 예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이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타 업무 

1. 전화회담  

2. 코칭 팀  

3. 추후 정기모임 일시  

  



	

 

소개하기 

 

당신의 리더십 여정에서..  

 

1.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들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주는 기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4.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희생 중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5. 당신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성 (SPIRITUALITY)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할 것인가?  

 

요한복음 15:4-8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만남 (ENCOUNTER) 

 

당신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지속적인 열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교제 (ENGAGEMENT) 

 

당신의 영적인 훈련에서 어떻게 다음 사항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 매일의 묵상과 적용: 당신은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 42:1-2, 63:1-4, 119:10-16) 

 



	

• 매주의 휴식: 당신의 삶에 안식의 개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안식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얼마나 당신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정기적인 회복: 당신은 당신의 일정 속에 일상에서 잠시 떠나 침묵과 고독과 연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하고 영혼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까? 일년에 몇 차례나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네번, 세번, 혹은 한번)? 

(시편 23:1-3)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 리더십에서 만날 수 있는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일정이나 삶에 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험 (EXPERIENCE) 

 

당신은 현재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당신에게서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 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도전을 주거나 아픔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당신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더욱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표현 (EXPRESSION) 

 

당신이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이 예수처럼 살고 사랑하는 외적인 행동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이나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과 정기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이 훈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향 (IMPACT)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더욱 증가시키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영적인 고지(高地)로 이끄는데 실패한다면, 곧 영적인 저지(低地)로 

내려가는 길은 뻔해 보인다. 우리는 함께 여행해야 한다. 누구도 남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살아갈 

수 없다.”5  

																																																								
5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20. 



	

 

신체상태 (PHYSICALITY) 
 

어떻게 당신의 건강, 지성, 감정을 돌볼 것인가?  

 

마가복음 12:28-34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만남 (ENCOUNTER) 

 

당신의 전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은 다음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 마음 (당신의 감정)  



	

• 목숨 (당신의 영혼)  

• 뜻 (당신의 지성)  

• 힘 (당신의 몸)  

 

교제 (ENGAGEMENT)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신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거룩함의 관점에서 당신의 몸을 

돌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몸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 혹은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육체적인 훈련이 영적인 훈련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육체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리더십 (personal leadership) 개발을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EXPERIENCE) 

 

정서적 건강 및 힘과 관련해서 현재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현재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잠 4:23)  

 

당신의 뜻 곧 지성과 관련된 부분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기 위해 현재 당신은 어떠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배움의 가치를 중요하시하는 리더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표현 (EXPRESSION) 

 

고전 9:25-27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 다음 각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까 두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음의 각 영역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 감정적인 (Emotional) 영역 

• 영적인 (Spiritual ) 영역  

• 지적인 (Intellectual ) 영적  

• 육체적인 (Physical) 영역  

 

영향 (IMPACT) 

 

당신의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한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롬 12:1), 지금 

그만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이러한 핵심적인 자질이 없이는 다른 모든 은사들은 난쟁이로 머물 것이다. 그것들은 결코 

자랄수 없다. 그러므로 훈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정복해야 한다.”  

 

“리더는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자신 내면에서 세운 규칙에 

더욱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6  

																																																								
6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52. 



	

 

분기별 모임 #1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리더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이 있다. (로마서 12:8)  

 

다른 예들: 히브리서 13:7-8, 요한복음 17:3-4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능, 열정, 경험, 영적인 은사, 타고난 능력들, 습득된 기능들  

 

하나님이 주신 책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있는 반응 (즉,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과 현장)  

 

영향: 사람들이나 단체에 변화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목자로서 – 주인이아닌 청지기로서 – 섬기는 대상들 (겔 34:1-10)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소명과 성경적 명령들  

 

리더들은...  

 

•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성품에 근거한 리더십의 발휘)  

•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권하며,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 찾아내기” 7 라는 강연에서 존 맥스웰은 리더에게 필요한 아홉가지 자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영향  

• 자기 훈련  

• 검증된 업적  

• 강력한 대인관계  

• 문제해결 능력  

• 위험을 각오하는 자세  

•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  

•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 긍정적인 마음가짐  

 

리더십의 한계  

 

아무리 대단한 리더일찌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계와 개인적 한계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한계:  

 

•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도록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사람들이 나가기 원하는 지점보다 더 멀리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사람들의 변하기 원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사람들이 오르기 원하는 높이보다 더 높이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개인적인 한계:  

 

• 나는 나의 리더십 역량을 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나의 신뢰도 이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7 John Maxwell. 1990. “How to Spot a Leader” (lecture). On INJOY Life Club: Vol. 5, Lesson 9. 
Quoted in Fred Herron, Expanding God's Kingdom through Church Planting (Lincoln, NE: 
iUniverse, 2003), 210.  



	

• 나는 나의 헌신도 이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훈련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 나는 섬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없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일 수는 없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  

 

홀스트 슐츠, 리츠-칼톤 호텔 그룹의 회장:  

 

“나에게 있어 리더십이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비전을 넘어서는 동의와 

단결로 나가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아닌, 일을 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리더십입니다.”8 

 

피트 드러커, 경영 및 사업 관련 전문삼당가:  

 

“리더십은 그저 사람들이 끌리는 성품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선동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친구를 잘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첨꾼이 될 

가능성이 많다.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가진 비전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는 것이고,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더 높은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며, 한 사람의 성품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로 

세우는 것이다.”9 

 

헨리 나우웬, 카톨릭 사제이자 교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로버트 그린리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으로서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이다. 즉 사람들이 

그(녀)를 필요로하는 만큼 그(녀) 역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약점 투성이의 종으로서의 

리더십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위해 전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 세상의 파워게임 논리 위에 세워진 리더십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신 참된 종으로서의 리더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리더십이다.” 10  

																																																								
8 Horst Schultz. Quoted in EXPLORER 3 (January 31, 2000). http://media.leadnet.org/blog-
content/leadnet/downloads/archives/EXPLORER_Archives.pdf. 
9 Peter F.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Practices (New York; HarperCollins, 1974), 
463. 
10 Henri Nouwen, In the Name of Jesus (Chestnut Ridge, NY: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9). 



	

 

삶의 초점 (LIFE FOCUS)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히브리서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만남 (ENCOUNTER)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리더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사역의 아니라 삶을 보았을 때,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 (ENGAGEMENT) 

 

당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중,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고려할만한 그리고 본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험 (EXPERIENCE) 

 

나눠드린 자료는 당신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다섯가지 습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 동료인 테리 월링 (Terry Walling) 이 만든 것으로, 풀러 

신학교의 은퇴 교수인 바비 클린턴 박사 (Dr. Bobby Clinton)의 리더십 발생 이론과 그의 책 

“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코칭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다섯가지 습관 중 당신의 장점으로 발견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한계는 무엇입니까?  

 

• 리더십과 관련된 이 평가에 대한 당신의 첫 인상은 무엇입니까?  

 

• 당신의 삶과 리더십에 있어 발전이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평가 이후 당신이 취해야 할 중요한 다음 단계 세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코칭 파트너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표현 (EXPRESSION) 

 

요한복음 17:3-4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도행전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두 성경구절은 예수님과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과 관련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긴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당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모습, 그리고 

당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모습이 어떠했으면 하고 기대하십니까?  

 

당신의 삶과 리더십의 초점에 대해 얼마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구를 적는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 문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이 끼칠 수 있는 독특하고도 궁극적인 영향에 대해 그 문구를 통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향 (IMPACT) 

 

이상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삶과 리더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현재 

헌신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더욱 명확함을 발견할 필요가 있거나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리더들이야말로 권위있고, 영적이고, 

희생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권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과 그 방향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영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생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시는 예수의 모델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11 

 

  

																																																								
11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18. 

나의 소명과 인생 목표는 . . . 
 
 
 



	

 

핵심가치 (VALUES) 
 

어떻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잠언 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누가복음 6: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남 (ENCOUNTER) 

 

당신의 인생길에 불변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가는데 있어 자신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좋건 싫건 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니엘 골만 (Daniel Goleman)은 진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나 다른사람에게나 항상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12 Daniel Goleman, “The Focused Leader,”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2013, 
https://hbr.org/2013/12/the-focused-leader. 



	

당신은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쉬운 

삶의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혼자 있을 때의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당신 사이에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교제 (ENGAGEMENT) 

 

우리가 스스로를 리드하여 진정성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근거로 삼는 핵심적인 신념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치로 확립된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Tom De Vries) 제 자신의 삶을 위해 정해 놓은 핵심 가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을 심는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삶과 사역에 

있어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 리더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삶 

속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특정 그룹과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돕기.  

 

•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기: 사람의 가치를 향한 헌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믿어 주며 격려하기.  

 

• 지식-존재-행함의 순서: 삶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선에 두기.  

 

• 멘토링: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영향, 도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코칭,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두기.  

 

당신의 삶에서 세워 놓은 대여섯 가지의 핵심가치 혹은 신념들은 무엇입니까? 종종 핵심가치는 

당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셨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의 

가르침과 연결된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들을 적어 보시고 그러한 가치들이 당신의 삶에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록한 핵심가치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설명이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경험 (EXPERIENCE) 

 

가치는 행동이 되기 전까지 가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제시한 가치들과 확신을 뒷받침 해줄만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동떨어진 삶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표현 (EXPRESSION) 

 

요일 2:3-6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리더십에 있어 신뢰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옵니다. 당신은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삶의 성숙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신념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리더십 속에 당신이 가진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핵심가치는 . . .  

1)       4) 

 

2)       5) 

 

3)       6) 

 

 

 



	

영향 (IMPACT) 

 

이상의 대화를 통해 당신이 가진 가치들이 삶 속에 행동으로 증명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은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한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진 영적인 리더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의 안에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리드하는 사람들 안에서 

보다 더 크게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 13 

  

																																																								
13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28. 



	

 

우선순위 (PRIORITIES)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눅 9: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만남 (ENCOUNTER) 

 

당신의 인생길에는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결과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가장 큰 결과를 얻게 될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눅 13:22, 17:11, 18:31, 19:11, 19:28 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런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정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위에 적은 목표에서 발견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제 (ENGAGEMENT)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 

남편과 아빠, 목사, 직원, 준비하는 사람, 교사, 영향을 끼치는 사람, 코치, 친구, 동료 등.  

 

당신의 최우선 역할과 책임 목록을 만들어 보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 보십시오.  

 

1.   

 

2.   

 

3.   

 

4.   

 

5.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 목표를 적어 보십시오: 

 
 
 
 
 



	

각각의 역할 혹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게 다음 질문들을 던져 

보시고, 파트너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이 역할/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알아야 (know)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역할/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내가 되어야 (be)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이 역할/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 (do) 할 부분은 무엇인가? 

 

경험 (EXPERIENCE) 

 

하나의 특정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결단과 탄성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 결단 (Determination): 확실하고 견고하게 결정하는 행위,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도.  

 

• 탄성 (Resilience): 역경과 변화로부터 회복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 인내 (Perseverance): 어려움과 실패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지속하고 성취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 다음 5-10년 동안 나의 에너지를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는 3-7개의 영역은 무엇인가?  

 

•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희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 이러한 우선순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헌신은 무엇인가?  

 

표현 (EXPRESSION)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를 위해 세운 목표와 목적을 

이루도록 당신의 노력을 집중하게 해 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매일매일 우선순위들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만한 훈련방법 하나는, 매주 혹은 매일의 활동이 어떻게 당신이 세운 

우선순위들에 원하는 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각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적어 보는 것입니다.  

 

This exercise can help achieve greater clarity: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올 한 해 이 우선순위의 영역에서 성취하고 싶은 하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 다음 6 주 동안 이 우선순위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6 주마다 

그 초점을 조정하십시오.)  

 

모든 우선순위들을 평가하기 (매주/매일)  

 

• 다음 7일 동안 내가 성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그것들 중 오늘 성취해야 할 세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것들이 되겠는가?  

 

•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 나의 인생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향 (IMPACT) 

 

축하와 재미.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앞에 놓인 임무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의도적이고 우선순위로 짜여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룬 하나의 

목표에 대해 축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식으로 그런 축하를 했나요?  



	

 

매 6 주, 혹은 적어도 매 6 개월마다 당신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며 그 결과를 얻게 될 때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부분에 현저한 진보를 나타냈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우리의 삶에 리더십의 자질을 쌓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릴 것을 요구한다. 만일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면, 그러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실패에 

대해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을 탓하려 한다면, 그것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관용과 

유동성이 없어 우리 주변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역시 

버려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목표를 세운 뒤 잘못된 죄책감에 빠져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완전하며,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적당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완벽주의자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고 문제를 해쳐갈 수 있게끔 

돕는다. 

 

“만일 당신이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리더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나은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면, 실패한 리더가 되어 좌절하기 전에 그만두는 편이 낫다. 만일 당신이 

완전무결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다면,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일 이외의 일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14 

  

  

																																																								
14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37-8. 



	

 

분기별 모임 #2 
 

자기-리더십의 기술, 파트 1 

 

“리더십 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의 핵심은 자신의 영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15 

                            —웨슬리 그랜버그-

마이클슨 

 

 

리더십은 우리 내부의 여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내적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감당하게 하신 외적 리더십의 여정 또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도록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소개된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안으로부터 리드하기: 성경적 그림  

 

드보라 -사사기 4-5 장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사사기 4:4-6a, 8)  

																																																								
15 Wesley Granberg-Michaelson, Leadership from Inside Out: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al 
Change,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2004). 



	

 

 

느헤미야 – 느헤미야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1:4-6).   

 

에스더 – 에스더서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4:13-17). 

 

 

바울 – 사도행전 9:1-31; 빌립보서 3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 

4b-9). 

 

 

 



	

 

• 이상 네 명의 성경 속 리더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와 당신의 부르심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 당신의 소명 이야기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 이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었던 리더십의 방해 요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방해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 그들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쳤던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핵심가치들은 무엇입니까?  

 

 

 

 

 

 

 

새라 베시, 의기소침  

“나는 당신의 소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당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무대 위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든, 부엌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불확실의 자리이든 간에—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부르심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16 
																																																								
16 Sarah Bessey, Out of Sorts: Making Peace with an Evolving Faith, (Brentwood: Howard Books, 
2015), p. 241. 

Commented [JK1]: Needs	to	be	translated.	



	

  

  



	

 

관계 (RELATIONSHIPS) 
 

당신은 누구와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요 15:9-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만남 (ENCOUNTER)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길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습니까? 최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린” 경험 (생명이 

경각에 달할 정도의 희생) 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 장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된 가장 

의미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관계 (ENGAGEMENT)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공동체와 교제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때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또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 안에 관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로마서 12:9-16 에서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공동체에 이러한 정도로 관여되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이 정도 깊이의 

관계를 가졌던 일이 당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한 당신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험 (EXPERIENCE) 



	

 

다른 사람과 더욱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여정에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가면이 벗겨지는 경험  

• 대화가 깊어지는 경험  

• 마음을 터놓는 경험  

• 삶을 나누는 경험  

•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경험  

• 온유함이 흘러 넘치는 경험  

 

이것은 당신이 보다 젊은 리더였던 시절, 익명성과 고립과 독자성 속에서 좌충우돌하던 때와는 

다른 경험입니다.  

 

현재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세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여정 전반에 가져다 준 가치는 무엇입니까?  

 

표현 (EXPRESSION) 

 

서로를 향한 책임은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만큼, 그리고 필요하다면 잘못을 지적하여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만큼 충분한 깊이로 

열려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음의 주제들에 대해 열린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죄와 유혹에 대해  

• 시간의 사용과 우선순위에 대해  

• 가족에 대한 헌신에 대해  

• 재정적인 결정에 대해  

• 영적 성장에 대해  

• 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  

 



	

당신과 이러한 상호책임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핵심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보다 크게 책임감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생길에 있어 당신이 보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당신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영향 (IMPACT)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은 관계 안에서 입니다. 우리 삶의 개인적인 부분의 변화이든,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든, 아니면 우리의 사역에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변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의 여정은 홀로 걸어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 및 리더로서의 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당신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우리는 다른사람에게 줄 뿐 아니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몇몇 희생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은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자세를 요구한다. 친절과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섬길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며, 삶에 필요한 양식을 포기하는 것이다.”17 

  

성장 (GROWTH)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딤후 3:14-17  

																																																								
17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5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남 (ENCOUNTER) 

 

성장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창조세계에서나 우리 가족에서나 성장과 발전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자주 리더로서 우리는 성장이 답보되거나 발전이 멈춘 

채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까?  

• 믿음  

• 개인생활  

• 리더십  

 

교제 (ENGAGEMENT)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때, 우리는 성장의 방해요소와 촉진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곧 말라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자라지 않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기만 해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영양소와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장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리더들에게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당신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발견하는 방해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리더십을 성장하도록 돕는 촉진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리더로서 현재의 방해요소를 제거하고 촉진요소들을 확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EXPERIENCE) 

 

리더십 관련 저자이자 허만 밀러 (Herman Miller) 사의 전 CEO 인 맥스 드프리 (Max DePree)는 

말합니다:  

 

“결국 현재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하나님이 당신을 어떠한 종류의 리더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리더상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리더로서 당신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의도적인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표현 (EXPRESSION)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합니다. 리더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원동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리더십 성장에 있어서 방해요소로 꼽은 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외적인 요소이며 

어떠한 것들이 내적인 요소입니까? 성장의 촉진요소 역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외적인 것이고 어떤 것들이 내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데의 삶에서 바울이 그러했고, 룻의 삶에서 나오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삶에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사람과 멘토, 그리고 

코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많은 리더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외적인 

요인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18 Max DePree, Leadership is an Art (New York: Dell Publishing, 1989), 100.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멘토가 리더로서의 당신의 성장을 돕는데 특별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향 (IMPACT) 

 

리더로서 당신의 삶 속에 성장이 필요한 두 핵심적인 영역을 찾아 보십시오. 다음 6 개월 동안 

하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6 개월 동안 다른 하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각의 영역을 위해 다음 몇 개월동안 감당할 수 있는 3-5 개 정도의 단계적인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동료 코치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목표를 함께 나눌 

때 그들을 통해 기대하는 도움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십시오.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는 교회 회의나 기관을 통해 선출되거나, 임명받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리더를 만든다. 한 사람이 단순히 직분을 맡거나, 어떤 주제에 대한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을 함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19  

																																																								
19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18. 



	

 

순종 (OBEDIENCE)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누가복음 14: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거부하지, 소유권을 내려놓지, 

포기하지, 작별을 고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ENCOUNTER 만남  

 

예수를 따르라는 초대는 단순히 쉬운 삶이나 보다 만족한 삶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렵고 헌신을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는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초대에 답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매우 근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버리다”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보다 높은 단계의 “교제”와 보다 높은 단계의 리더십으로 

초대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가를 버린다는 개념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당신에게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제 (ENGAGEMEN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엄청난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7:21-29 에서 예수님은 듣는 이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신의 삶과 리더십에 있어 예수를 따르며 순종하기 비교적 쉬운 영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비교적 어려운 영역들과 종종 불순종 가운데 힘겨워하는 영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험 (EXPERIENCE)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위험을 지적하셨습니다. 

첫번째는, 존 스토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에 빠지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롬 

10:9-10)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 단순히 말로 된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당신을 주라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의 말을 넘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 일치되지 않는 영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당신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표현 (EXPRESSION) 

 

존 스토트가 지적하는 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위험은 단지 

머리만의 지식만을 가지는 위험입니다.  

 

두 건축가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는 견고한 초석인 바위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기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데 

만족합니다. 두 사람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기초, 즉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풍랑이라는 위기의 상황이 불어닥쳐 그 진가가 드러나기 전까지 말이지요.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께 또는 예수에 대해 훌륭하고, 점잖고, 바르고, 열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경청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포함해서).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아는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현실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20  

 

																																																								
20 John Stott, Dale Larsen, and Sandy Larsen, A Deeper Look at the Sermon on the Mount: Living 
Out the Way of Jesu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165. 



	

당신이 삶을 세우고 있는 기초는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리더로서의 섬김에 있어 당신이 기초를 깊게 

파 내려가고 있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제대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결과로 당신의 리더십의 기초가 풍랑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영향 (IMPACT)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철저한 선택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깊은 

우물에서 이끌어낸 능력으로 남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바로 현실을 지배하는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속문화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떤 곳들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는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을 위해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동시에 그 신실함으로 인한 극단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영적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치를 준비를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십의 대가는 중한 것이며, 리더십이 더욱 효과적이 되면 될 수록 점점더 

커진다.” 21  

  

																																																								
21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ublishers, 1994), 115. 



	

 

분기별 모임 #3 
 

자기-리더십의 기술, 파트 2 

 

“동시대 사람들이나 동료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맡길 필요는 없다.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그 사람 전부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고 

리더십이 더욱 효과적이 될수록, 그러한 희생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22 

—오스왈드 샌더스 (Oswald Sanders) 

 

개인적 리더십은 효과적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할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우리의 리더십은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리더십은 우리로 하여금 탈진이나 펑크에 이르지 않도록 돕습니다.  

 

• 탈진: 우리가 얻거나 사용가능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  

 

• 펑크: 사역의 여정에 있어 그 범위나 유효성을 제한하는 우리 삶 속의 한계나 약점들을 

발견하는 것  

 

(때로 사람들은 리더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버티기 보다는 펑크가 나도록 자기-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가지의 치명적인 빨대  

																																																								
22 J. Oswald Sanders, Spiritual Leadership: Principles of Excellence for Every Believer (Chicago: 
Moody Press, 1967), 169.   



	

고든 맥도날드는 덴버 신학교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InterVarsity 의 대표이기도 했던 

그는, 대부분의 사역기간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가 목사로 섬기고 있던 1987년도에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그의 실패가 폭로되었습니다. 공적인 고백에 이어, 그는 회복의 절차를 밟았고 

1993 년 목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과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Rebuilding Your Broken World)”가 있습니다.   

 

“일곱가지 치명적인 빨대” 23 라는 글에서, 그는 리더의 영적열정을 빨아내 버리는 일곱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1. 행함이 없는 말: 멋진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살지는 않는 것  

 

2. 목적이 없는 분주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결과는 

별로 없는 것  

 

3. 안식일이 없는 달력: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차 있지만 고요함과 묵상을 위해 따로 뗀 

시간이 전혀 없는 것  

 

4. 상호 양육이 없는 관계: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정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5. 자기점검이 없는 목회적 성품: 다른 사람들은 치유하지만 진정한 자기평가가 없는 것  

 

6. 영적능력이 없는 타고난 재능: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 사역을 함으로 결국 영적능력이 

고갈되는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것  

 

7. 바른 영성이 없는 방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없는 것 (개혁주의 진영이 빠지기 쉬운 유혹)  

 

																																																								
23 Gordon MacDonald, “The Seven Deadly Siphons,” Leadership Journal, Winter 1998, 
http://www.christianitytoday.com/le/1998/winter/8l1031.html.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적 열정을 빨아내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 

리더십 (우리가 스스로를 리드하는 방식)을 약화시키며 우리의 사역에 리더로 섬기는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요인들 중 하나는 배의 방향타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하면 충분한 크기의 방향타, 즉 우리의 리더십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그 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물 속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누기  

 

• 당신의 개인적 리더십 (당신이 스스로를 리드하는 방식)이 사역을 시작하거나 신학교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 지난 한 해동안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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