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습: 첫번째 해 리뷰하기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리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큰 용기와 더 큰 정직함, 더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다음 번 리더십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지난 해 동안의 주된 주제였던 

개인적 리더십 여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을 두번째 해의 초점이었던 조직적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가교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번 모임을 준비함에 앞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동안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종합해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번 모임 중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리더십 여정에서.. (첫째 달)  

 

•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들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 주는 기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명과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셋째, 다섯째 달)  

 

 

나의 인생 가치들은 무엇인가? (넷째 달)  

 

 

 

나의 주요 역할/임무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달) 

 

 

 

당신의 개인적 리더십의 여정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 관계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여섯째 달)  

 

 

 

리더로서 발전하기 위해 성장이 필요한 부분으로 당신이 지목한 것들은 무엇인가? (일곱째 달)  

 

 

 

지난 해 동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리더십 여정에 있어 보다 더 큰 철저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덟째 달) 

 

 

 

 

한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개인적 리더십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를 

인도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한 두가지 

나누어 보십시오.  

 

 

  

 



오스왈드 샌더스의 다음 글을 읽으십시오. 이 한해의 리더십 여정으로 인해 리더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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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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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신뢰  
 

잠언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오랜 기간 동행한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호흡 

만큼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신뢰에 기초를 쌓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옵니다. 즉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확증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나 기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함을 통해 신뢰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 그것이 경험을 통해 확인될 때 신뢰는 자라게 됩니다. 동시에 신뢰는 

미쁘심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주권적이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인생길을 지도하시도록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10 까지 숫자로 표시해 보십시오. 10 이 가장 높은 신뢰도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타난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만남 (ENCOUNTER) 

 

“절대적인 신뢰야말로 인간 동기부여의 가장 숭고한 표현이다.”  

— 스티븐 코비 (Stephen R. Covey)2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관계이다.”  

— 사무엘 스마일스 (Samuel Smiles)3  

 

리더십은 관계에 기초를 둡니다. 리더십은 신뢰에 기초를 둡니다. 신뢰는 인격에 기초를 둡니다.  

 

사람들이 한 리더를 기꺼이 따를 때, 그것은 대게 그 리더와의 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좀 더 먼 것일수도 있지만, 리더를 따르는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리더와 관계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는 리더가 신뢰도를 증명할 때 자랍니다. 그리고 한 리더의 

신뢰도는 그 리더의 인격과 역량에 대한 확신이 자람에 따라 더 커져 갑니다.  

 

리더십은 신뢰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신뢰는 신뢰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뢰도는 인격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의 인격을 이루는 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직: 나의 가치와 신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 영적 성숙: 높은 수준의 헌신된 삶을 사는 것  

• 신뢰성: 나의 성품과 나의 행함이 일치되는 것  

 

리더의 신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녀)가 내리는 선택이 그(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고 

있는지에 의해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것은 리더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일정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에서,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기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인격적인 타협을 

할 때 리더십에 있어 신뢰의 깊이에 거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2 Stephen R. Covey, The Speed of Trust: The One Thing That Changes Everything (New York: Free 
Press, 2006), 319. 
3 Samuel Smiles, quoted in Covey, Speed of Trust, 134. 



사람들이 리더로서의 당신을 가장 신뢰하는 영역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하게 되었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당신의 역량 부족이 리더로서 신뢰를 떨어지게 했던 때가 있습니까?  

 

 

표현 (EXPRESSION)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리더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힙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특정한 행동양식들을 밝힘으로, 그는 리더가 자신의 행동들을 평가하고 그 

행동들이 자신의 리더십과 이끌고 있는 조직 내에서 신뢰의 정도를 어떻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표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의 행동양식을 읽고 얼마나 일관되게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10=항상, 5=종종, 1=전혀)  

 

____  1. 나는 약속과 책임을 지킨다.  

 

____  2. 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____  3. 나는 자리에 없는 사람도 존중한다.  

 

____  4.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이해한다.  

  

____  5. 나는 나의 느낌을 말할 때 다른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한다.   

 

____  6. 나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할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____  7. 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____  8.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관여하여 영향을 끼친다.  

 



____  9. 나는 상황이나 권위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한다.  

 

____  10. 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서 대화를 한다.  

 

____  11. 나는 비밀스럽거나 민감한 정보들을 보호한다.  

 

 

위와 같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양식들에 대한 당신의 답변들을 살펴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제 위의 기준들을 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나 단체의 직원들을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양식과 당신이 섬기는 단체(교회)의 행동양식 사이에 간격이 있는 부분은 어느 

곳들입니까? 당신의 행동양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체(교회)의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신뢰의 속도” 라는 책 내용의 요약을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speedoftrust.com/how-the-speed-of-trust-works/speed_of_trust_transformation_process)  

 

영향 (IMPACT) 

 

영국출신의 경영 상담전문가이자 저자이고 런던비지니스스쿨의 특별회원인 찰스 핸디 (Charles 

Handy)가 신뢰의 법칙에 대해 하버드비지니스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 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4 그가 말한 일곱가지의 원칙은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어떻게 

생겨나며 더 깊어지는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아래 제시된 것은 핸디의 

법칙을 응용한 것입니다.  

 

1. 신뢰는 장님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4 Charles Handy, “Trust and the Virtual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5, 
hbr.org/1995/05/trust-and-the-virtual-organization. 



2. 신뢰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 명확한 판단에 근거한 신중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3. 신뢰는 지속적인 배움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개발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4. 신뢰는 어렵다: 우리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신뢰는 연계가 필요하다: 부분이 세운 목표는 전체의 목표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6. 신뢰는 접촉이 필요하다: 상호간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항상 마련되어야 한다.  

 

7. 신뢰는 획득되어야 한다: 행동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기된 법칙들 가운데 현재 당신의 리더십 상황 속에서 신뢰를 성장시킴에 있어 가장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두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향을 늘리기 위해 다음 한 달 동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당신의 코칭 파트너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문제입니까, 아니면 역량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당신과 

당신의 리더십에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당신의 리더십 환경 가운데 신뢰를 방해는 가장 큰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방해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묵상 (REFLECT) 

 



“방금의 분석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말과 행동보다 훨씬 

더 웅변적이다... 우리가 그들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 스티븐 코비 (Stephen R. Covey)5   

                                            
5 Stephen R. Covey,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Powerful Lessons in Personal Change 
(New York: Free Press, 2004), 22. 



 

비전 (VISION) 
 

에베소서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만큼 신뢰해 왔습니까?  

 

이것은 비전의 문제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세우고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의 기도와 질문과 노력 끝에 그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영적인 리더들에게 비전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등이 모두 비전의 근거가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동시에 성향과 의도를 

가지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며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단체(교회)에게 주셨다고 믿고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비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 

비전이 당신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표현해 보십시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기대를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선언이 당신의 비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역 동료들은 이러한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밥 로간 (Bob Logan)이 제시한 다음의 간단한 

과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고,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loganleadership.com/2012-02/clarifying-your-vision) 

 

 

만남 (ENCOUNTER) 

 

사도행전 11:1-18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에 대해 묵상하고, 그 묵상에 근거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전과 미래의 실재를 보다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은 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비전은 우리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비전은 당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한 오직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자신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더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라는 개념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비전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우리로 하여금 앞을 내다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능성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과거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이상 

부정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더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내다보도록 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3.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그것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매우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의 사역을 만인을 향해 열린 

사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될 때, 그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멈추어 서서 우리는 생각하고, 의아해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비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반응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비전에 “예”라고 대답할 때 종종 어려운 선택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이 어떻게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비전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냥 같은 자리에 머물러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될 가장 큰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표현 (EXPRESSION) 

 

비전 평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분별하며, 방향감각을 얻고,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결정내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가표를 통해 우리는 

비전을 인식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얻게 됩니다.  

 

“교회성장을 넘어서 (Beyond Church Growth)”라는 책에서 밥 로간 (Bob Lagan)은 비전을 심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6 그는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있어 핵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설명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시기적절하고, 교회 혹은 조직에 적합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2.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일으킨다.  

 

3.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한다.  

 

4.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위기를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5.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관한 이러한 진술들이 당신이 조금 전에 적은 비전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진술등 중 당신의 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과 가장 

동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과 관련해서 재평가를 내리거나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6 Robert Logan, Beyond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89). 



짐 쿠제스 (Jim Kouzes)와 배리 포스너 (Barry Posner)는 1987년도에 “리더십 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백만부 이상이 팔린 이 책은 리더십관련 도서 중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소위 “모범적 리더십의 다섯가지 행동들”을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리더십 형태를 평가하고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다섯가지 행동들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공유된 비전을 품게하라” 입니다. 다음은 

그들의 설명입니다.  

 

“리더들은 자신들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믿는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조직이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사람을 이끄는 그들의 

힘과 침착한 설득을 통해,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꿈 안으로 초대한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에 생명을 불어 넣어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가슴 설레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한다.” 7  

 

이 자료와 다섯가지 행동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leadershipchallenge.com/about-section-our-approach.aspx) 

 

 

영향 (IMPACT) 

 

비전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합니다.  

 

1.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우리는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4. 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있는 것보다 나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떻게 리더인 당신이 붙들어야 할 더욱 깊은 기초를 제공해 줍니까?  

 

                                            
7 “The Five Practices of Exemplary Leadership® model,” www.leadershipchallenge.com/About-
section-Our-Approach.aspx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고 당신의 교회와 조직과 그룹을 위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이 발견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차세대 리더들에게 비전에 대해 가르친다면, 당신이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묵상 (REFLECT) 

 

“나는 당신의 모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가 그 물건 자체보다 더 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질 

수록 말이지요). 때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어둠으로 다가올수 있지만, 사실 저 

너머에서 보면 그 실체는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저 너머의 관점”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 짐 엘리엇, 순교자/선교사 (Jim Elliot)8  

 

  

                                            
8 Elisabeth Elliot, Shadow of the Almighty: The Life and Testament of Jim Elliot (Peabody, MA: 
Hendrickson, 1958), 158. 



 

전략적 분별과 방향설정 (STRATEGIC DISCERNMENT AND DIRECTION) 

 

잠언 16:1-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전략적인 방향을 식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최고의 리더들에게조차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며, 그들이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영 전문상담가이자 저자인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빛도 없는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자동차 뒷창으로 

내다보는 것과도 같다.” 9  

 

어떤 사역이나 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별하도록 돕는 일은 때로 절망스럽고, 문제를 

야기하거나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며, 의견의 불일치를 낳기도 하고, 조직 내 힘겨루기나 

극심한 반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교회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종류의 경험입니다.   

 

                                            
9 “Peter Drucker Quotes,” Brainy Quote, accessed September 22, 2015, 
www.brainyquote.com/quotes/quotes/p/peterdruck129870.html. 



당신이 어떤 교회나 조직으로 하여금 사역의 결정과 방향을 발견하는 과정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교회나 조직이 그러한 전략적 계획의 과정을 거치도록 도울 수 있는 지혜 

혹은 역량을 얻었습니까?  

 

만남 (ENCOUNTER) 

 

누가복음 14:28-32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일이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할 때나 

당신의 사역에서 내딛어야 할 다음 방향을 결정할 때 모두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모두를 제공해 주십니다.  

 

당신이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와 경고를 따르지 

않았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당신이 다음 번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현 (EXPRESSION) 

 

휴렛 페커드 사의 CEO인 칼리 피오리나 (Carly Fiorina) 는 2014년에 열린 윌로우 크릭 리더십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리더십의 뼈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비전/전략/목표  

• 어디로 갈 것인가?  

• 왜 가야 하는가?  

•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이 왜 지금 있는 곳보다 나은가?  

 

2. 조직/구조/과정  

• 전략과 구조는 잘 조화가 되는가?  

•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 것인가?  

• 우리는 어떻게 팀을 만들고 발전시킬 것인가?  

 

3. 측정/결과  

• 진행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우리가 측정하고 추적한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4. 문화/행동양식  

 

• 이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행동양식들을 취하고 있는가?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 뼈대가 어떻게 당신의 사역 혹은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네가지 전략 범주 중 하나를 택해서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사역이나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범주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영향 (IMPACT) 

리더브레이크스루 (Leader Breakthru)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테리 월링 (Terry Walling)은 “교회 

다시 세우기 (Refocusing Your Church)” 10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은 교회들이 새로운 

출발과 보다 큰 사역의 효율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는 

                                            
10 Terry Walling, Refocusing Your Church: Strategic Planning Process (Church Resource Ministries, 
1994). 



교회들이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과 미래에 힘써야 할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각자 섬기고 있는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질문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월링이 제시한 “모든 교회가 답해야 하는 일곱가지 질문” 입니다.  

 

•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성경적 목적)  

 

•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역의 이정표)  

 

•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역의 중심)  

 

•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 오셨는가? (핵심 가치들)  

 

• 하나님은 미래에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비전)  

 

•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 (사역의 목표들)  

 

• 다음 3년에서 5년간의 사역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역의 계획)  

 

 

당신이 섬기는 교회 혹은 조직을 위해 위의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당신이 내린 답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묵상 (REFLECT) 

 

때로 교회나 조직은 리더가 가진 한계들로 인해 그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고 성취하는 역량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리더십에 대한 진실된 평가와 분석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당신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교회 전략가인 오브리 말퍼스 (Aubrey Malphurs)는 목사들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개발했습니다.  

 

1. 나는 이 교회 혹은 조직의 리더로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진 않은가?  

 

2. 나 자신이나 나의 리더십이 문제의 일부는 아닌가?  

 

3. 나 자신이 교회 혹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4.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 나는 변할 수 있는가?  

 

6. 나는 변할 의지가 있는가?  

 

7. 나는 이 교회 혹은 조직을 한걸음 앞선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 질문들을 곱씹어 보십시오. 정직하게 생각할 때, 당신은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싶은 만큼 코칭 파트너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목표와 방향이 없는 노력과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11   

                                            
11 John F. Kennedy (speech, Coliseum, Raleigh, NC, September 17, 1960). 



 

분기별 모임 #1 
 

희망을 일구기 (INSPIRE HOPE) 

 

포춘지 (Fortune) 선정, “세계 50대 리더” 12 

 

2014년도에 포춘지는 전세계 50명의 위대한 리더들의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이는 프란시스 교황이었습니다.  

 

#1 – 프란시스 교황  

2014년 3월 조사에 의하면, 카톨릭 교도 네명 중 한 명은 이전보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데 

더 많은 기부를 했는데, 그 중 77퍼센트가 그 원인으로 교황의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카톨릭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과 행동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 (Tom De Vries)는 세계 50대 리더들에 대해 계속 읽어가면서 리더십의 골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기사로부터 제가 얻은 깨달음들입니다.  

 

1. 리더는 희망을 일구어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희망없이 살아갑니다. 당신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 부정적 사고가 여기저기 만연해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따라서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낙심하고, 침체되고,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12 “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 (2014),” Fortune (March 2014), 에 
http://fortune.com/2014/03/20/worlds-50-greatest-leaders. 



•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희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 리더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 리더는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 변화는 현상태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며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리더는 다른 사람들 안에 용기와 믿음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 사람들이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 그리고 

예수처럼 살고 사랑하는데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변화는 개혁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 (창조 creation)이 되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 축복과 유익에 

있어 –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3. 리더는 영향력을 키워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 리더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영향을 늘려가야 합니다.  

 

“희망 일구기” 는 리더십과 관련해 다음의 세가지 주요 전략을 요구합니다.  
 

• 비전  

• 신뢰  

• 전략적 분별과 방향  

 

희망의 정의 (definition) 
 

• 엘피스 (elpis, 헬라어): 예상하다, 환영하다.  

• 확실함의 표시, 강력하고 확실한 기대  

 

체코 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 (Václav Hav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희망은 무슨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희망은 어떤 일이 어떤 방법으로 풀려가든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13 

  

희망은..  
 

• 미래 지향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초점이 있음)  

• 더 나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에 기초를 둡니다.  

•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확실감, 나아가 안정감을 줍니다.  

 

세계 50대 리더들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었는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의 기사는 희망을 일구는 리더들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19 

캐티 거스티 (Kathy Giusti) 

나이: 55 

최고경영자, 다발성 골수종 연구 재단 (Multiple Myeloma Research Foundation) 

1996년도에 진행한 몇 주간의 환자진단에서 거스티는 그동안의 골수종 연구 문화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의사들과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료를 공유하게 

하고, 이전까지 없었던 합작회사를 만들어 신약을 개발토록 한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학장인 니틴 노리아 (Nitin Noria)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전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을 내 놓은 사람인 것이다.”  

 

#41 

낸시 루블린 (Nancy Lublin) 

나이: 42 

최고경영자, 두 섬씽 (Do Something) 

                                            
13 Václav Havel, Disturbing the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90), 181. 



루블린은 사회 기업가 중에 주목을 받은 사람이다. 1996년, 24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이 물려받은 돈 $5,000을 Dress for Success 에 투자했다. Dress for Success는 

여성들에게 취업인터뷰에 필요한 의상과 경력 쌓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6년 뒤, 야간으로 법대를 마친 그녀는 Do Something 이라는 거의 

무너져가는 비영리단체의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테크놀로지를 적극 사용한 그녀는 그 

기업을 세계 최대의 청소년 단체로 키워냈다.  

 

#43 

피터 디아만디스 (Peter Diamandis) 

나이: 52 

최고경영자, 엑스 프라이즈 파운데이션 (X Prize Foundation)  

디아만디스는 그가 설립한 14개의 다른 회사들 이외에도,  X Prize Foundation의 

최고경영자이다. 이 회사는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만달러의 투자경쟁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미래학자 래이 커츠바일 (Ray Kurzweil)은 말한다. “그는 전염성이 강한 

낙관주의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낙관주의는 그 자체로 자기실현적인 예언이 

된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의 성공을 위해 그들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진행하는 전체 프로젝트가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리더십은 희망을 일굽니다: 그들은 비전과 신뢰와 전략분석과 지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룹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불어 넣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게끔 한다.  

 

 

저술가이자 강연가인 폴 라루 (Paul LaRue)는 희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은 신뢰의 감정, 즉 어떠한 결과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은 믿음, 즉 누군가에 대한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비슷하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희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적인 필요를 가로지르게 

한다. 희망은 단지 관심을 끌기위한 유행어나 표어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함으로써 오는 

가능성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감정이다.” 14 

                                            
14 Paul LaRue, “Is Hope a Leadership Trait?” Lead Change Group, last modified August 27, 2014, 
accessed September 18, 2015, leadchangegroup.com/is-hope-a-leadership-trait. 



 희망은 불확실한 때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풀러 신학교 부속 풀러 청소년 연구소 (Fuller Youth Institute)에서 발행한 끈끈한 믿음 (Sticky 

Faith) 이라는 책의 저자 챕 클라크 (Chap Clark)와 카라 파웰 (Kara Powell)은 몇가지 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15 그들의 연구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 속해 있던 학생들 중 40-50퍼센트는 대학교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실패한다.  

 

•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35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답변은 예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16  

 

•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획했던 학생은 

2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80퍼센트의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었지만, 나중에 포기하게 된 것이다.  

 

• 40퍼센트 정도의 대학신입생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 조사에 참여한 11,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12퍼센트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한다고 답했다. 아버지와 신앙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은 

5퍼센트밖에 안되었다.  

 

                                            
15 Kara Powell and Chap Clark, Sticky Faith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1). 
16 Kara Powell, “More Than the Red Bull Rip Off,” Sticky Faith Leader, last modified December 12, 
2011, accessed September 18, 2015, stickyfaith.org/articles/more-than-the-red-bull-rip-off.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디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연구는 학생들이 끈끈한 신앙을 가지는데 있어 “복음에 대한 그들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끈끈한 신앙을 기르는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학생의 모교회에서 다섯명 이상의 어른들이 그 학생을 위해 투자할 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회를 떠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 책 전체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욱 끈끈하게,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RCA 교회들의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목회적 나눔 (PASTORAL SHARING) 

 

당신은 어떻게 리더십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1 분에서 1 분 30초 정도, 당신의 비전선언문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 또는 사역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격려의 연설을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나누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나눔을 통해 배우고, 격려하며, 어떻게 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God Came Near) 이라는 책에서 맥스 루카도 (Max Lucado)는 

말합니다.  

“희망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당신이 전혀 꿈꾸지 못한 것이다. 

희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론으로 끝나는 제멋대로이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것은 자신의 손자가 아닌 아들을 보기 위해 안경의 초점을 조절해야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서 있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엘리야와 변화하신 예수와 



함께 서 있는 모세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자신의 늙고 임신한 아내인 엘리자벳을 보며 벙어리가 

되어버린 스가랴의 이야기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는 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발견해야만 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순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희망은 단지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호의가 베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희망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이다. 희망은 우리가 펄쩍 뛸만한 놀라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익살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신뢰이다.” 17 

 

 

누가복음 24:21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했었노라…” (NASB 직역)  

 

“우리는 그가 바로 ‘그 분 (the One)’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노라…” (MSG 직역)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희망했었노라. 그 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NRSV 직역)  

  

                                            
17 Max Lucado, God Came Near (Nashville: Thomas Nelson, 2013), 64-65. 



 

사람 키우기 (DEVELOPING PEOPLE) 
 

당신은 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함께 공동의 임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혹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과 자원들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종종 우리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재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숫자나 현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잠재적 리더십 역량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의 가치를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성장하여 잠재력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자질이 있음을 믿게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가진 줄도 모르던 리더십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마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격려한다.” 18  

 

당신이 리더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왔던 리더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리더십의 은사를 끄집어 내기 위해 그 리더가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시작했을 때 당신은 리더로서의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만큼이나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은 어떻게 당신이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의 가능성을 가진 

이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까?  

 

                                            
18 John Maxwell,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Nashville: Thomas Nelson, 1995), 11. 



만남 (ENCOUNTER) 

 

고린도전서 12:1-7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 기능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영향과 능력주심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지체들의 세가지 중요한 속성들에 대해 나눕니다.  

 

1. 우리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 즉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믿음의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깨닫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것은 사람들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리더의 

중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3. 우리는 축복과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전체 몸에 유익이 끼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하여,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사역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용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은사나 능력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교회나 이 세상에 큰 축복이 되도록 도왔던 때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표현 (EXPRESSION) 

 

누가복음 10:1-21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람을 키우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공을 들여 세운 리더들에게 임무가 주어진 뒤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경과 및 효과에 

대해 보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성공적 (triumphant)” 이었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인 요소를 더욱 늘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추수할 일꾼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잠재적인 리더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향 (IMPACT)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두 아들인 야보고와 요한을 위해 자리를 부탁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이 남들보다 나은 자리에 앉기를 

요구했던 것은 아들들의 능력이나 역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자신의 꿈과 바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을 위한 발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리더십과 

영향은 자리가 아닌 복종에 훨씬 더 많은 근거를 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제자들을 위한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0:25-28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 예수님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이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며, 특별히 그 예로 목숨을 내어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멘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 있는 이 리더들의 생각을 

빚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자신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3.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함 (greatness)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인생 목적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 

탁월함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재정의 하신 것입니다. 자리, 유명, 

권위, 다스림, 지도, 탁월함과 같은 개념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그의 

제자훈련 과정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두 형제가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를 불러다가, “자넨 

이제 해고야!”  라고 해 버리고 새로 다른 두 사람을 뽑아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계셨으며,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힘을 쏟으셨고, 그들이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 보셨습니다.  

 

사역 전문상담가인 밥 빌 (Bobb Biehl)은 그의 책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을 향한 30일 (30 Days 

to Confident Leadership)”에서 우리가 잠재적인 리더들과 그들의 유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다음의 사실을 믿는가?  

 

•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해되는 일을 하게 마련이다.  

•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게으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 모든 사람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원한다. 19 

 

저 (Tom De Vries)는 위의 문장들이 정확하고 진실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절망하거나 인내를 

잃어버릴 때, 저는 종종 사람들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잘못되고 

왜곡된 반응일 뿐입니다.  

 

잠재적인 미래의 리더들 안에서 당신이 찾으려는 자질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군가가 

그러한 자질들 혹은 성장의 가능성들을 가졌다고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심지어 인내심이 바닥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의 좋은 면만을 보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공을 들이겠습니까?  

 

당신이 모델과 스승과 멘토가 되어 미래의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전해주길 

소망하는 것이나 개발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묵상 (REFLECT) 

 

밥 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리더십에 있어 가장 큰 만족, 즉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50년 

이후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성취는 사람들을 세우는에서 오는 

만족이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당신이 목적을 이루는 동안 사람들을 세우는데서 오는 깊은 성취감에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선언은 그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답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 자신의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잠시 이 문제에 대해 거짓 없는 정직한 묵상을 해 본 뒤, 당신이 내린 답을 코칭 파트너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19 Bobb Biehl, 30 Days to Confident Leadership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8).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단지 일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이용한데 

대해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을 그 사람의 삶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기회로 보았는가?”  

 

“사람들은 남에게 강한 인상을 받기 보다는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기 원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대우 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의 자아 실현을 테스트하는 공명판으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자신이 하나의 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시드니 J. 해리스 (Sydney J. Harris)20  

  

                                            
20 Sydney J. Harris, quoted in Biehl, 30 Days to Confident Leadership. 



 

변화를 수용하기 (EMBRACING CHANGE)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 (Fast Company) 잡지의 

표지에 이런 도전적인 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화 또는 죽음.   

 

표지에 있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떻할 것인가? 진짜로 말이다. 만일 그 문구가 기업의 

성과에 대해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당신의 삶과 죽음 말이다. 만일 의사가 당신에게 당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생이 곧 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떤가? 

그럼 당신은 변화하겠는가? 여기 과학적으로 연구된 확률이 있다. 9대 1 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9대 1 인 것이다.” 21 

 

한 연구는 심장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매우 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연장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행동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구는 변화 및 변화 관리와 관련된 네 가지 신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신화 1: 위기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다.  

 

실제: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한 환자들 중 90퍼센트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지함으로, 자신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신화 2: 두려움은 변화의 동기가 된다.  

                                            
21 Alan Deutschman, “Change or Die,” Fast Company, May 2005. Read a version of the article at 
www.fastcompany.com/52717/change-or-die. 



실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부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억지로 만들어 낸,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변화에 대한 자극보다 훨씬 

강력하다.  

 

신화 3: 진실 (facts)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실제: 우리의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이야기 (narratives)의 안내를 받는다. 진실이 우리의 

의식적인 “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들) 에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 또한 변화는 진실에 근거한 명제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신화 4: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항상 더 쉬운 일이다.  

 

실제: 때로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더 쉽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야말로 신속한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변화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양식과 건강과 관련한 변화이던, 아니면 한 교회나 조직이 생명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던 간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당신의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리더로서 당신이 이끌어야 했던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리더인 당신에게 그 

경험은 상처를 남겼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리더가 되게 했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변화와 조직 차원의 변화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남 (ENCOUNTER) 

 

말라기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 55:19 (NIV 직역)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민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레미야애가 3:22-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목사 혹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의 입장에서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교리,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변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항상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필요를 서로 연결지어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종여일하심이 어떻게 교회 리더들이 오늘날 북미주 교회의 상황 또는 여러분 

교회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염려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 (EXPRESSION) 

 

우리가 변화, 특히 조직의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큰 요인 세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Daniel Kahneman) 보통 사람의 경우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받는 기쁨보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얻는 고통이 두 배 가량 크다고 

말합니다. 22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연구결과는 참입니까, 혹은 거짓입니까?  

 

사람들은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놓이게 될 때 변화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변화의 요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2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 no. 4 (1992): 297-323. 



• 사람들은 변화할 수 밖에 없을만큼 충분한 상처를 받았을 때 변화한다.  

 

•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을 정도로 충분한 가르침을 얻었을 때 변화한다.  

 

•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받았을 때 변화한다. 

 

첫 번째 요인은 종종 “바닥치기” 또는 “완전히 뻣기”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콜중독자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교육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변화를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위의 세가지 변화의 요인들 중 하나로 인해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세 요인들은 개인이나 사역, 혹은 조직의 삶 속에 어떻게 변화의 여러 단계들, 즉 점진적인 

변화, 깊은 변화, 혹은 지속적인 변화 등을 만들어 냅니까?  

 

영향 (IMPACT) 

 

변화는 신뢰에 기초하며, 신뢰는 인격에 기초합니다.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찰스 핸디 (Charles Handy)는 신뢰의 일곱가지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23  

 

1. 신뢰는 장님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23 Charles Handy, “Trust and the Virtual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95, 
hbr.org/1995/05/trust-and-the-virtual-organization. 



2. 신뢰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 명확한 판단에 근거한 신중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3. 신뢰는 지속적인 배움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개발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4. 신뢰는 어렵다: 우리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신뢰는 연계가 필요하다: 부분이 세운 목표는 전체의 목표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6. 신뢰는 접촉이 필요하다: 상호간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항상 마련되어야 한다.  

 

7. 신뢰는 획득되어야 한다: 행동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신뢰의 부족 또는 리더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리더십에 있어 신뢰관계를 다시 시작하거나 

쌓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쌓음으로 당신이 섬기는 교회나 조직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의 일곱가지 법칙 가운데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부은 무엇입니까?  

 

묵상 (REFLECT) 

 

“변화를 이끌기” 라는 책에서 존 코터 (John Kotter)는 리더들이 변화를 시작하면서 범하기 쉬운 

여덟가지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4  

 

• 과도한 자기만족에 빠지기  

 

• 적절하게 강력한 지도체계를 구성하는데 실패하기  

 

                                            
24 John Kotter, Leading Change (Bost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12), 16. 



• 비전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 비전에 대해 너무 적게 소통하기 (비전에 대해 10 분의 1 이나 100 분의 1, 심지어는 

1000 분의 1 도 나누지 않는 상황)  

 

• 새로운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그대로 허용하기  

 

• 단기간의 성취들을 이루는데 실패하기 

 

• 너무 성급하게 승리(성공)를 선언해 버리기  

 

• 비전을 기존 조직의 문화 내에 견고히 뿌리내리는 일을 간과하기  

 

위의 목록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판단해 왔던 부분 혹은 당신이 이끌어 왔던 

변화의 과정에 있어 방해물이나 장애로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토니 캄폴로 (Tony Campo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결정짓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과거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미래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꿈과 비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5 

 

 

맥스 드 프리 (Max De Pree)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26  

 

                                            
25 Tony Campolo, “Trusting in God in the Days that Lie Ahead,” 30 Good Minutes, PBS Chicago, 
October 27, 2002, www.30goodminutes.org/index.php/archives/23-member-archives/344-tony-
campolo-program-4604. 
26 Max DePree, quoted in John Maxwell, Talent Is Never Enough: Discover the Choices That Will 
Take You Beyond Your Talent (Nashville: Thomas Nelson, 2007), 120. 



변화와 리더로서 우리의 현재모습을 연결짓는 이러한 문구들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변화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어 지속적인 앙금이나 영향을 끼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나 조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할 때…  

 

• 고백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 용서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 고쳐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 은혜를 베풀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 그 외에 해결이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기 바라십니까?  

 

앞으로 변화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나 각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으로 리더로서의 당신이나 당신의 교회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시편 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이 주제는 많은 리더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자로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관계에서 발견과 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리더들이 성장하고 개발하기 원하는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끌던 조직이나 사역 혹은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들이었습니까?  

 

그런 결정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은 어떻게 당신이 다음 번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습니까?  

 

리더로서 당신이 내렸던 긍정적인 결정 (바른 시간에 내렸던 바른 결정) 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만남 (ENCOUNTER) 

 

잠언은 우리에게 계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잠언을 통해 얻는 지혜는 그 

사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리더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다음의 구절들을 읽어 보십시오.  

 

잠언 14: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15: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위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위 구절들을 읽어 보십시오.  

 

 

리더로서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당신은 그러한 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혹은 어떻게 

그런 지혜들을 무시해 왔습니까 (종종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미래에 당신의 의사결정에 있어 마음에 두기 원하는 구절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표현 (EXPRESSION) 

 

“성서적 경영 방법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이라는 책에서 마이론 러쉬 (Myron 

Rush)는 말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의 의사결정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크리스천 

매니저 혹은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 27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이자 뼈대가 됩니다. 

종종,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을 마치 숨바꼭질과 같은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당신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 놓은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성경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혼동에 빠지지 않고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러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제공해 줍니다.28 그가 제시하는 과정은 리더로서 제가 

(Tom De Vries)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거나 사역에 있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 반복해서 참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러쉬가 제시한 과정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그 일에 자신을 쏟아야 한다.  
                                            
27 Myron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1983), 92. 
마이론 러쉬, 성경적 경영 방법 (생명의 말씀사, 1993)  
28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93-94.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려고 

시간을 낭비하기 원치 않으신다. 로마서 12:1-2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2.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조직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 29:11 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기록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는 열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  
 

빌립보서 2:13은 말한다.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불어 넣어 주시고,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4.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려는 일에 대한 마음의 

평강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인적, 물적) 자산이 없을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열망도 있고 자산도 있으나, 우리 

안에 그 결정에 대한 평강이 없을 때, 그 역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러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열망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산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평강이 동반된다.” 29 

 

당신의 인생 또는 당신의 사역과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있어 당신이 사용했던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냥 진행했던 일은 없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9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95.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통찰들을 통해,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리더십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함에 있어 배우게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향 (IMPACT)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데 있어 다음 네가지 질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역/조직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2. 내 마음에 있는 열망이 이 특별한 일을 계속 감당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는 열망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산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4.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 안에 머물러 일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와 중보와 간구와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십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을 발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잘하지만, 듣는 



것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의 뜻도,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As we seek, pray, and discern, God’s plan and purpose will be revealed. As we work for 

God's good pleasure, God’s plan and purpose will be realized. With dedication to 

discovering our hope and future (Jeremiah 29:11), we also commit to discern and pursue 

God’s leading in our church for God’s glory and the extension of God’s kingdom.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발견하려는 일에 헌신할 때 (렘 29:11),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분별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까?   

 

의사 결정에 있어 진퇴양난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는 부분은 어느 

지점입니까?  

 

당신의 조직 또는 사역에서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묵상 (REFLECT)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듣게 될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 앤디 스탠리 (Andy Stanley)30  

 

  

                                            
30 Andy Stanley, Ask It: The Question That Will Revolutionize How You Make Decisions (Colorado 
Springs: Multnomah, 2014), 150. 



 

분기별 모임 #2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이들, 즉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다. 리더는 사람들의 최대 유익을 위해 

섬기는데, 그것은 항상 유명해지거나 항상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개인적 영광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들이다.”  

—존 화이트 (John White)31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오늘날 교회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리더, 더 좋은 리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도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목회자들의 92퍼센트는 자신들이 리더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중 실제로 리더십의 재능을 가진 목사들은 3분의 2도 안 되었습니다.32  

 

스가랴 10:2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잠언 11:14 

“지략이 없으면 [지혜로운 리더가 없으면, TLB] 백성이 망하여도…”  
 

(이것은 삶의 다른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31 John White, Excellence in Leadership: Reaching Goals with Prayer, Courage and 
Determin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88. 
32 Eric Reed and Collin Hansen, “How Pastors Rate as Leaders,” Leadership Journal (Fall 2003), 
www.christianitytoday.com/le/2003/fall/2.30.html. 



섬기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이 됩니다.  

 

요한복음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디모데전서 4:12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써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다섯 분야가 있음을 밝힘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기는 리더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제자들을 위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섬기는 리더십에는 언제나 “어떻게 할 지 내가 보여주지” 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리더십의 진실에 대해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78회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리더는 항상 정직하며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인간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진실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하여, GNT]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단순히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섬기는 리더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깊이 자라도록 도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상상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역시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며,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 자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섬기는 리더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가장 많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14  

“그[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 

 

(리더십에는 언제나 치러야 할 댓가가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희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 [희생]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남을 돕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뜻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화이트 (John White) 는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이들, 즉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다. 리더는 사람들의 최대 유익을 위해 

섬기는데, 그것은 항상 유명해지거나 항상 주목을 받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개인적 영광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의 관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들이다.” 33 

 

“리더십의 성숙” 이라는 신문기사에서 목사이자 교회리더십 전문가인 댄 라이랜드 (Dan 

Reiland)는 우리가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리더십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어렵지만 리더로서 지속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유명세보다 무명을 선택하기  
 

• 우리 모두는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주목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섬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로 하여금 리더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2. 보상보다 섬김을 선택하기  
 

• 당신은 일을 완수함에 따라 당신이 얻게되는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33 White, Excellence in Leadership, 88. 



아니면 단순히 당신이 섬길 수 있는 방편을 찾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 당신이나 당신의 동역자들 중 혹시 종의 마음없이 리더십의 겉멋만 원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 당신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것보다 받는데 더 관심이 많을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소명대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우리는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은 것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되고 열정이 있으며, 종의 마음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3. 권력보다 복종을 선택하기  
 

•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반역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철저하게 다른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5-8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나 다른 중요한 리더들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복종하십니까? 장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모든 위대한 리더는 반드시 먼저 좋은 제자 (follower)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명세와 보상과 권력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무명과 

섬김과 복종을 원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룹별 나눔 (GROUP SHARING) 

 

당신이 리더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음 세 가지 리더십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 왔습니까?  

• 희망을 일구기  

• 변화를 선도하기 

• 영향력을 키우기 

 

코칭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 혁신, 그리고 위험감수 (CULTURE, INNOVATION, AND RISK) 
 

“어느 조직이던지 간에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문화가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조직의 문화는 

그 직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결정하고, 창의력을 

발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하며, 열정을 불어 넣거나 갉아먹기도 하며, 업무를 감당하거나 

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세워주거나 깊은 낙담에 빠지게도 한다. 궁극적으로 한 

교회의 문화가 개인의 사기, 팀워크, 효율성, 그리고 결과를 결정한다.”  

— 사무엘 챈드 (Samuel R. Chand)34  

 

비전과 전략은 주로 성취와 완성에 그 초점을 둡니다. 비전과 전략은 우리가 조직으로서 움직여 

가야 하는 방향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는 소명을 이루어 갈지를 밝혀줍니다. 반면에 

문화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동안 어떻게 

함께 살며 인생여정을 걸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화는 조직 구성원 서로간의 신뢰의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 리더십이 조직 각 단계의 

구성원들로부터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는 방식,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의 

정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와 같은 요소들의 종합입니다.  

 

 

마리아 쥬디스 (Maria Guidice) 와 크리스토퍼 아이랜드 (Christopher Ireland)는 조직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형식화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상관 없이, 한 회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신념과 

행동의 독특한 총합이다. 잘 다듬어진 문화는 조직에 관계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옳은 일”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갖게 한다. 문화는 신입사원들을 지도하고 오래된 사원들을 편하게 해 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이 뿌리내린 하부구조 (infrastructure)가 된다. 문화는 같은 마음을 

                                            
34 Samuel R. Chand, Cracking Your Church’s Culture (San Francisco: Jossey-Bass, 2011). 



품은 재능들을 한데로 이끄는 동시에, 다른 태도와 행동을 가진 이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힘이다. 

긍정적인 회사 문화는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부정적이거나 평범한 문화는 실패를 가속화한다.” 

35  

 

당신은 당신 조직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문화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 조직의 문화는 다음 도표의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해한 문화         낙담시키는 문화          격려하는 문화         고무시키는 문화  

 

 

당신 조직의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남 (ENCOUNTER) 

 

누가복음 10:1-12 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으로 내 보내십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었으며, 동시에 문화를 일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35 Maria Guidice and Christopher Ireland, Rise of the DEO: Leadership by Design (San Francisco: 
New Riders, 2014), 86.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중요한 경험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화를 바꾸어 가시는 방법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를 통해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표현 (EXPRESSION) 

 

머크 (Merck) 제약회사의 전 CEO 리차드 클라크 (Richard Clark)는 조직문화와 전략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문화가 전략을 도시락 까먹듯 먹어 버린다는 것이다. 당신은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문화와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직의 문화가 

전략을 꺽어버릴 것이다.” 36 

 

                                            
36 Richard Clark, quoted in “Corporate Culture Is the Game,” Executive Leadership (November 
2008), 3. 



좋은 전략보다도, 문화가 당신의 사역이나 조직의 걸음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기, 팀워크, 

혁신, 봉사, 관계와 같이 통제하기 훨씬 어려운 요소들이 당신이 노력하는 바의 전체적인 

영향과 효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 조직의 전체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당신이 취하고 있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한 두가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립 앗킨슨 (Philip Atkinson)에 의하면 80퍼센트에 이르는 회사들이 그들의 조직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37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나 사역들에 있어 좀 더 의도적으로 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CA 직원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직문화를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다음의 열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권위는 분산시킨다.  

 

2. 리더들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3. 의사결정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 각 직원은 목적의식을 가지며, 자신이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일이 

개개인을 넘어서는 보다 큰 목표의 일부임을 믿는다.  

                                            
37 Philip Atkinson, Creating Cultural Change, quoted in Guidice and Ireland, Rise of the DEO: 
Leadership by Design, 87. 



 

6. 창의력과 독창성은 합당한 보상을 얻는다.  

7. 실패는 실패일 뿐, 조직의 생존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8.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유지한다.   

 

9. 기회를 만드는 것은 소중하고 유용한 일이다.  

 

10. 팀워크를 즐기고 조장한다.  

 

물론 이 목록들 중 우리가 비교적 잘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핵심가치들을 함께 나누며 그 가치들을 실현해가는데 있어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직 당신의 조직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대한 비전을 세워본 적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핵심가치와 특성들이 그 비전에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속한 조직의 환경을 개발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면, 당신의 자리에서 

문화를 일구기 위해 당신이 노력했던 방법들을 나누어 보고, 그 성공여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제시해 보십시오.  

 

 

영향 (IMPACT) 

 

요한복음 6:1-15 에서 예수님은 혁신적인 생각을 요하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한 환경 혹은 문화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우셨습니까?  

 

당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 가운데 더 큰 영향을 위한 혁신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어떤 

곳들입니까?  

 

2009년도판 “마케팅 저널 (The Journal of Marketing)” 에 실린 한 연구는 17개 국가의 759개 

회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다루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내부 조직 문화가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38  

                                            
38 Gerard Tellis, Jaideep Prabhu, and Rajesh Chandy, “Radical Innovation Across Nations: The 
Preeminence of Corporate Culture,” The Journal of Marketing 73 (January 2009), 3–23, 
faculty.london.edu/rchandy/innovationnations.pdf. 



 

문화와 혁신 사이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MIT Sloan Management Review 지에 실린 “당신 

회사의 문화는 얼마나 혁신적입니까?”라는 기사에서 제이 라오 (Jay Rao)와 조셉 와인트라웁 

(Joseph Weintraub)은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혁신적인 환경은 참여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 내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전하며, 배움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생각을 장려한다.” 39  

 

이러한 설명을 읽으며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묵상 (REFLECT) 

 

여호수아 6:1-9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39 Jay Rao and Joseph Weintraub, “How Innovative Is Your Company’s Cultur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Spring 2013), sloanreview.mit.edu/article/how-innovative-is-your-
companys-culture.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히브리서 11: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당신의 조직 안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창의력을 일구고, 혁신을 증가시키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 세가지는 무엇입니까?  

 

최근 당신의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와 혁신과 위험감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조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게 일년에 두가지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지른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대게 일년에 두가지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지른다.”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40 

 

  

                                            
40 “Peter Drucker Quotes,” Brainy Quote, accessed September 15, 2015, 
www.brainyquote.com/quotes/quotes/p/peterdruck121838.html 



 

실행 (EXECUTION) 
 

“즉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계획은 단지 좋은 의도로 남을 뿐이다.”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41 

 

제가 (Tom De Vries) 아는 거의 모든 교회 리더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행하는 

사람 혹은 실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사들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교회와 사역에 일어날 비전을 제시하기 좋아합니다. 열명 중 아홉명의 목사들은, 만일 

당신이 물어 본다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같은 목사들에게 그 비전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묻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해 가르칠 때, 저는 먼저 화이트보드의 가장 왼쪽에 비전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오른쪽엔 행동이라고 적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행동 사이에 다음과 같이 V자를 그려 넣습니다.  
 

 

 

 

 

 

 

 

 

 

                                            
41 “Peter Drucker Quotes,” Brainy Quote, accessed September 15, 2015, 
www.brainyquote.com/quotes/quotes/p/peterdruck131070.html 

비전 행동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비전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비전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행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는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깊이 생각하고 발전시킨 사역계획을 조절하고 실행하고 완수해 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음의 도표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꾸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당신의 평가를 뒷받침할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예를 나무어 보십시오.  

 

실행이라는 다리를 만들 때,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만남 (ENCOUNTER) 

 

실행은 계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비전 행동 실행 



“성서적 경영 방법”이라는 책에서 마이론 러쉬 (Myron Rush)는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적의식은 다음과 같은 “왜”의 문제를 다룬다:  

 

• 이것은 왜 중요한가?  

• 나는 왜 이 일에 참여해야 하는가?  

•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기 원하는가?  

•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대의를 위해 뭉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일이나 계획이 아닌, 대의 또는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 모인 뒤에야 할 일을 주셨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가 될 잠재성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 2:17) 42 

 

당신이 예수님과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좇아 당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한 뒤 다음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자.. ____________ 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사람들을 초대하며 제시한 목적 또는 대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어떻게 당신의 전략 또는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까?  

 

표현 (EXPRESSION)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결과를 마음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45-46  

                                            
42 Myron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1983), 76.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싸움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마음에 그려보는 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계획하고, 나아가 성공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절인 사무엘상 17:47을 보면, 다우시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분명히 밝힙니다.  

 

“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새번역)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34-37절) 또한 다윗은 싸움을 위해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40절) 다윗은 싸움의 결과를 마음에 미리 그려 보았습니다. (45-46절) 다윗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7절) 그리고 다윗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48-49절)  

 

하나의 단순한 임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실행 이전에 복잡한 준비와 생각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사역 가운데 준비 없이, 명확한 목적 없이, 결과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그리고 행동을 위한 계획이 없이 곧장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각 분야에 있어 당신의 

효율성의 정도를 1-5 (가장 높은 것이 5) 까지의 숫자로 평가해 보십시오.  

 

_____ 하나님의 준비 (이전 경험들) 

 

_____ 개인적인 준비  

 



_____ 마지막 결과를 마음에 그려보기  

 

_____ 목적의 분명함  

 

_____ 행동 계획의 수립  

 

_____ 계획에 따른 진행  

 

실행 과정에 있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들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수행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 일하는데 있어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들을 

무엇입니까?  

 

 

영향 (IMPACT) 

 

왜 대부분의 조직이나 교회들이 그 전략적인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을 이루기 위한 실행 가이드”라는 책에서 마이클 윌킨슨 (Michael Wilkinson) 는 우리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실패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43 그는 실행을 방해하는 핵심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1. 긴급함이 중요함을 압도하는 경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상과 사역에서 긴급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압도하는 것을 

허용해 버립니다. 스티븐 코비의 긴급성/중요성의 체계를 따르자면, 우리는 매일의 

요구와 한 주간에 일어나는 위기들에 대처할 필요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일, 즉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리뷰가 뜸한 경우.  
 

                                            
43 Michael Wilkinson, The Executive Guide to Facilitating Strategy (Atlanta: Leadership Strategies 
Publishing, 2011). 



“당신이 점검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확실한 비전을 가진 

리더들일수록 큰 그림을 보는데 집중한 나머지, 그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돌아보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리뷰, 

평가, 측정의 과정을 갖는 것은 더 큰 개선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3. 조절이 부족한 경우.  
 

우리가 조직 안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때, 먼저 조직이 그 전략을 성취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도록 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식의 조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면서 다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능이 형식보다 앞서야 합니다. 즉 

형식은 새로운 기능과 더 큰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 적응되고 조절되어야 합니다.  

 

4.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자원해서 섬기는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평가와 책임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나누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실행과 결과를 낳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역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에게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노력과 효율성 모두에 있어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기 기대했던 만큼 일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위의 네가지 방해요소 중 당신의 현 

전략계획 이행에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더 나은 효율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행의 어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살펴보려면, “실행의 어려움: 전략계획이 실패하는 이유” 

이라는 다음 링크의 블로그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해 책 구매도 

가능합니다. www.leadstrat.com/blog/execution-pitfalls-strategic-plans-fail)  



묵상 (REFLECT)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세우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당신의 교회나 사역에서 일의 

실행도를 높이려면, 당신의 리더십 팀과 함께 다음 과정들을 생각해 보거나, 개인적으로 다음 

과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답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고, 일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와 효율성의 정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길  

 

1. 명확하게 하라   
 

•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우리의 현상태로부터 우리의 비전까지는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가?  

 

2. 우선순위를 세우라   
 

•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할 세가지는 무엇인가?  

 

3. 소통하라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며,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인가?  

 

4. 일을 맡기라 
 

• 일의 각 부분을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은 누구인가?  

• 보다 큰 효과를 위해 어떤 종류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인가?  

 

5.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라  
 

•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가?  

• 그 자원들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6. 평가하라  
 

•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 진행 스케줄은 무엇인가?  

 

7. 재조절하라  
 

•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성취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실행과정을 세우는 일이 당신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은 과정으로부터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을 실행하는 리더십 능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과 다음 달 코칭 대화 사이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의 꿈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선택해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부분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 그것은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셉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교회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 당신이 이끄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비전을 갖는 것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전에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 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낳게 함으로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의 전 CEO인 잭 월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비지니스 리더는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비전을 열정적으로 소유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44  

 

이 경우 비지니스 리더에게 적용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열정적으로 소유하고,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가치있는 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행이란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추구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조직적인 과정이다.”  

— 래리 보시디 & 램 카란 (Larry Bossidy and Ram Charan)45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과, 일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첫 번째 쪽이 훨씬 적다.”  

— 마크 트웨인 (Mark Twain)46  

 

 

  

                                            
44 Jack Welch, quoted in Noel Tichy and Ram Charan, “Speed, Simplicity, Self-Confidence: An 
Interview with Jack Welch,”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89), 
hbr.org/1989/09/speed-simplicity-self-confidence-an-interview-with-jack-welch. 
45 Larry Bossidy and Ram Charan, Execution: The Discipline of Getting Things Done (New York: 
Crown Business, 2002), 22. 
46 “Mark Twain Quotes,” Brainy Quote, accessed September 15, 2015,  
www.brainyquote.com/quotes/quotes/m/marktwain393535.html 



 

갈등과 충돌을 선용하기 (REDEMPTIVE CONFLICT AND CONFRONTATION) 
 

사도행전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있는 곳에는 갈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갈등 (conflict) 은 conflictus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충돌 

(collision)로, 문자적으로는 “서로 치고 받는다 (strike together)”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갈등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고통 (agony)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모임, 경쟁, 다툼, 

반대하여 싸움”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47  

 

갈등은 반대가 있을 때, 다른 관점이 있을 때, 악감정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갈등의 상황은 

개인 간에, 가족 내에, 교회 내에, 한 교회 내의 사역 영역들 사이에, 목사와 콘시스토리 사이에, 

또한 교단 내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갈등의 씨앗들은 하나의 원인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드러내려는 한 개인의 욕망과 열정입니다.  

 

야고보서 4:1 은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7 Borrowed from Jim Van Yperen’s seminar at the 2006 Elders and Church Leaders Conference. 



잠언 13:10 은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적대감이나 반대가 일어날 수 있고, 결국 갈등이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이나 결정을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강요하려 했던 경우와 그것이 결국은 

적대감이나 갈등으로 연결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진솔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당신에게 억지로 강요했던 경우와 그것이 결국 갈등을 낳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갈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갈등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갈등이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만남 (ENCOUNTER) 

 

갈라디아 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006년도에 열린 “장로와 교회리더들을 위한 컨퍼런스”의 한 세미나에서 짐 반 이페렌 (Jim 

Van Yperen)은 갈등과 관련한 몇가지 신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화 1: 갈등은 상처를 준다. 따라서 모든 갈등은 나쁜 것이다.  
 

실재: 상처는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해가 되기 보다는 득이 된다. 잠언은 친구의 

상처는 신실함이라고 말한다. 좋은 상처도 있는 법이다.  



 

신화 2: 모든 갈등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실재: 대부분의 갈등은 인간이 실수와 죄의 결과이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사탄이 혼란과 혼동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신화 3: 모든 죄는 개인적이다.  
  

실재: 죄는 단순히 잘못된 결정뿐 아니라, 인격의 결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교회가 한 

몸이라면, 개인적인 죄란 없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습관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신화 4: 화해는 곧 용서이다.  
  

실재: 화해는 용서로부터 출발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요구한다. 회복은 죄인이 온전한 

인격을 되찾는 것과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필요로 한다.  

 

신화 5: 평화는 갈등의 부재를 말한다.  
 

실재: 평화는 갈등의 한 가운데서 화목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신화들 중에 수긍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위의 목록에 추가해 넣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혹은 갈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위 목록의 

내용들을 더욱 심도있게 하고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신화들을 믿는 것이 어떻게 문제 혹은 아픔을 일으켜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 (EXPRESSION) 

 



사도행전 15 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갈등의 예를 발견합니다.  

 

문제가 교리적인 중요성과 관계된 것이었을 때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문제),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합의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 

를 필요로 했습니다.  

 

•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어려운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 이방인들은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진 음식과, 목매어 죽은 짐승과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점.  

 

문제가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된 것이었을 때 (마가 요한을 다음 선교 여행에 동참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것은 첨예한 의견차이 (disagreement) 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 

차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은 각각 교회에 위로와 힘이 되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성서적 경영방법 이라는 책에서, 마이론 러쉬 (Myron Rush) 는 의견차이의 세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등에 적대감이 결부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오 없이도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8  

 

1. 의견차이는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적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반대를 표현함으로, 의견차이 가운데도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울 때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다.”  

 

2. 의견차이는 변화의 필요를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도전을 받을 때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관점, 신념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성숙하지 못한 리더는 “의견차이가 

갈등으로 분출되는 것을 방치한다.”  

3. 의견차이는 우리가 반대 견해에 더욱 관대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48 Myron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1983), 198-
199. 



적대적인 반응을 키우지 않고 나와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숙한 

리더의 표시 중 하나이다. 보복하려는 마음 없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해보다는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많다.  

 

잠언 23:12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의견차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 그것이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당신이 취했던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당신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비슷한 상황들을 위한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 (IMPACT) 

 

다른 사람의 행동보다는 우리 자신의 반응을 콘트롤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건강한 의견차이와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상황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반응은 순응, 공격, 후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종이냐, 싸움이냐, 

도망침이냐 사이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뇌구조와 선택은 우리가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평화 만들기: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이드 라는 책에서 짐 반 이페렌 (Jim Van 

Yperen)은 우리가 갈등에 반응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49  

 

회피적 반응 

• 갈등으로부터 도망침  

• 문제를 축소하기  

                                            
49 Jim Van Yperen, Making Peace: A Guide to Overcoming Church Conflict (Chicago: Moody 
Publishers, 2002). 



• 부담을 떠넘기기  

 

수동적 반응 

• 침묵함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 털어 놓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 희생자가 되기를 자처하기  

 

방어적 반응  

•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기  

• 자신 주위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 변명하기  

 

공격적 반응  

•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협박하기  

• 영향력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창피주기   

•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하기  

•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  

 

위의 네가지 중 갈등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 상황을 다루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직면하기 위해 당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의 모델을 통해 당신의 삶과 리더십과 사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룸에 

있어 도움과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 효과적인 예를 제시합니까?  

 

 

 

 

 

묵상 (REFLECTION) 

 



누군가 당신에게 죄를 저질렀다든지, 불법이 행해졌다든지, 아니면 회복과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러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리더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관계를 헤쳐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치기준이나 지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적개심과 좌절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그러한 가치기준들은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회복과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당신이 갈등의 상황을 지나가거나 누군가와 직접대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화평과 연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1. 나의 동기 혹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갈등의 한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인가?  

 

2. 명확히 보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가?  
 

문제를 명확히 바라보는데 장해물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우리의 자세, 마음, 말투, 또는 

행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누군가와 

직접대면하거나 갈등 상황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에게는 어떤 자기 진단이 필요한가?”  
 

마태복음 7: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 회복을 구하기: 나의 반응이 어떻게 이 상황이나 관계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직접대면 (confrontation)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있지 않습니다. 직접대면의 목적은 회복이지,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정정하는 일은 반드시 온유와 겸손과 친절함으로 해야지, 

적대감이나 분노로 해서는 안됩니다.  
 

갈라디아서 6:1-3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화해를 추구하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종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은 잊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맺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화목과 회복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12-14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의 네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것이 갈등과 직접대면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가장 크게 

도전을 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회, 사역 현장, 또는 일터가 어떻게 회복과 화목의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코칭 대화를 통해 갈등과 직접대면과 관련해 당신이 얻은 가장 큰 배움이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보조 자료들 (SUPPLEMENTAL TOOLS) 

1. 당신의 마음과 말을 점검하기  

메타노이아 미니스트리 (Metanoia Ministries) 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자료는 기도와 

화해의 연습을 통해 갈등의 상황에서 반응할 때 당신이 자신의 마음 상태와 말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tatic1.squarespace.com/static/5380cbf3e4b06d57f251ff54/t/5463badde4b0e78fa46c3

793/1415822045810/Examine+Speech+Form.pdf 

 

2.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기  

메타노이아 미니스트리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자료는 기도와 화해의 연습을 통해 갈등의 

상황에서 반응할 때 당신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tatic1.squarespace.com/static/5380cbf3e4b06d57f251ff54/t/5463bb7be4b003f5aa8e7

176/1415822203383/Examine+Actions+Form.pdf 

 

3. 직접대면을 위해 준비하기  

메타노이아 미니스트리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자료는 누군가를 직접대면할 때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웃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static1.squarespace.com/static/5380cbf3e4b06d57f251ff54/t/53fc9127e4b0f4c52b6d57

a6/1409061159321/Preparing+for+Confrontation.pdf 

 

4. 고백을 위한 일곱가지 방편  

피스메이커 미니스트리 (Peacemaker Ministries) 에서 제공하는 다음 자료는 개인간의 

화평을 추구하고 잘못을 고백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제시합니다.  
 

peacemaker.net/project/seven-as-of-confession/ 

 

  



 

분기별 모임 #3  
 

리더십 행동강령 (LEADERSHIP BEHAVIORS) 

 

고린도전서 1:10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단지 저 (Tom De Vries)에게 현재 RCA 내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리더는 교회로 하여금 그 존재 이유와 소명,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방법들에 대해 분별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교회들이 비전과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그 사역의 초점을 맞추는 일을 도울 때마다, 저는 

제 친구 테리 월링 (Terry Walling)이 개발한 “모든 교회가 답해야 할 일곱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50  

 

여러분은 이미 이 과정의 3번째 달에 전략적 분별과 방향설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성경적 목적)  

 

•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역의 이정표)  

 

•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역의 중심)  

 

                                            
50 Terry Walling, Refocusing Your Church: Strategic Planning Process (Church Resource Ministries, 
1994). 



•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 오셨는가? (핵심 가치들)  

• 하나님은 미래에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비전)  

 

•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 (사역의 목표들)  

 

• 다음 3년에서 5년간의 사역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역의 계획)  

 

대부분의 교회와 조직들은 위의 일곱가지 질문 모두에 답하지 못하고, 보통 너댓개 정도에 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질문들 모두에 답을 하다 보면, 리더십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로서 명확함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들, 즉 리더로서 우리가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저는 

제가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에서 나눠준 자료에서 파이저 (Pfizer) 회사51의 비전과 핵심가치 

선언을 읽었을 때 제가 그토록 충격을 받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과 핵심가치가 우리를 정의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게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대한 사명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는 뚜렷한 핵심가치들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다.  

 

그 선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 행동강령 (Leader Behaviors)에 의해 인도된다.  

 

회사가 성취하려는 바에 대해 정의하면서, 파이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전의 성취는 명확함에서 출발한다. 다음 글을 계속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우리가 한 

조직체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 그리고 조직 내 사람들이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51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명확함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은 단지 행동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에 의해 

활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우리의 핵심 가치들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리더답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실적과 성공의 기록을 가진 훌륭한 회사이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역사상 어느 

회사보다 인간의 건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속적인 리더가 될 기회가 놓여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가 나아야 할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행동을 

통해 그 원리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도전인 것이다. 서로 힘을 합해,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뒤로 돌아가 봅시다.  

 

올 한해 동안 우리는 리더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 희망을 일구는 사람  

•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당신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이 단지 전략적인 계획을 잘 수행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 (behavior)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 행위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나아야 할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행동을 

통해 그 원리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도전인 것이다. 서로 힘을 합해,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업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저는 이 회사의 사업들에 대해 도덕적 혹은 윤리적 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한 조직이 – 보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리더인 우리가 – 우리의 리더십의 결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이저사가 “리더십 행동강령에 의해 인도된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가치들로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파이저사의 리더십을 정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왔다. 리더십은 그것이 개인이건 회사이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하는 마지막 상태가 

아니다. 리더십은 매일 매일 획득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사고와 행동과 수행의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파이저사에서 리더십은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요구되는 필수사항이다. 

 

파이저사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는 성공적인 리더십에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이런 리더다운 행동들은 우리가 사업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며, 

더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성공적인 기업문화를 세워가는데 있어 개인 행위에 방향을 제시한다.”  

 

리더십 행동강령의 여섯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52 

 

1. 성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리더는 성과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높은 기준을 

고수하며, 전략적으로 기회주의적이 되며,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포용적인 환경 만들기 

 

리더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야 하고, 항상 

동료들을 동참케 하며, 모든 매니저들 또한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  

 

3. 열린 토론을 권장하기  

 

                                            
52 “Summary of Pfizer Policies on Business Conduct,” accessed September 18, 2015, 
www.pfizer.com.au/sites/pfizerau.pfizer.edrupalgardens.com/files/PfizerPolicyBusinessConduct.p
df.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발언을 격려하며, 비판을 수용하고, 

기술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주재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  

 

4. 변화를 다루기  

 

리더는 변화를 잘 다루기 위해 적략적으로 목표를 세우며,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더 

나은 업무수행의 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고, 

변화를 일으킬 사람들을 훈련하고, 보다 나은 우선순위들을 찾아내야 한다.  

 

5. 사람을 개발하기  

 

리더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발한다. 리더는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주의를 

기울여 듣고, 인력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코치와 멘토가 되어야 한다.  

 

6. 파이저사 전체와 제휴하기 

 

리더는 회사 전체를 돕는데 기여해야 하며, 다른 파이저 계열사들과 소통 및 협력을 

해야하고, 본 기업의 관리체계를 활용하며 지원해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교지향적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핵심가치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효과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품고 실행하는 리더십 행동강령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동강령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파이저사나 

새들백 교회, 혹은 윌로우크릭 교회가 제시하는 리더십 행동강령들을 그대로 채택해서 우리의 

리더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센터포인트 교회나 페어해이븐 

교회, 라센다 교회나 콜츠넥 교회가 말하는 리더십 행동강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과 딱 들어맞을 것이며, 그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당신이 추구하고, 실행하고, 지속하기 원하는 리더로서의 행동강령들, 즉 

당신의 삶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당신이 가진 비전과 핵심가치에 어울리는 

강령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두 세가지 이상의 리더십 행동강령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토론 (DISCUSSION)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사명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핵심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한 팀으로서 우리가 품고 실천하기 원하는 리더십 행동강령들은 무엇입니까?  

 

리더십 역량  

 

노련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지속으로 추구해야할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배움과 성장에 있어 

계속적인 집요함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본받았으면 하고 

원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련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직 내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여나가기 원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일과, 공감할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는 일, 그리고 탐구와 

혁신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개발하며, 당신의 재능과 지식, 경험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나눔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은 몇 명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용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감화를 주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조직의 주요 리더로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만의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그들의 성장과 개발과 향상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해에 우리는 리더로서의 아홉 가지의 특별한 재능 혹은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희망 일구기   

1. 신뢰 (Trust) 

2. 비전화 (Visionizing) 

3. 전략적 분별과 방향설정 (Strategic discernment and direction) 

 

변화 선도하기 

1. 사람 키우기 (Developing people) 

2. 변화 수용하기 (Embracing change) 

3.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영향력 키우기  

1. 문화, 혁신, 위험감수 (Culture, innovation, and risk) 

2. 실행 (Execution) 

3. 갈등과 충돌 선용하기 (Redemptive conflict and confrontation)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해를 시작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개인적인 

리더십 여정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리더십 

역량의 부분들에 대해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상기 아홉개 중 하나의 분야를 택해 각각 10분에서 12분 정도 배움과 성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특정한 리더십 역량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 혹은 지명의 방법을 통해서 분야를 나누어 담당할 때, 특정한 영역에 대해 서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연례모임 때 주어진 시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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