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ed by Hwang’s powerpoint, All rights reserved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사역

꿈꾸는교회 고형욱목사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사역

들어가며

‘복음’이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이혼을 앞둔 아내…… 그리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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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1)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 시대에 대한 이해

중심에서… 주류에서 … 정착자로…..

특권층에서….. 현상유지에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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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2)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무엇인가?

더 이상 기독교가 지배적이지 않은 국가나 사회 

- 시대에 대한 이해

중심에서 주변으로….. 주류에서 소수로..….. 정착자에서 일시체류자로…..

특권층에서 다원성으로….. 현상유지에서 선교의 자리로….. 기관에서 운동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사역

01 :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 시대에 대한 이해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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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BACKGROUND
- 개인적인 소개와 목회적 배경

2002.1 - 2003.6            영락교회 중등부 교육전도사 

2003.7 - 2004.6            총회파송견습선교사 (파송지 : 인도 벵갈로)
  
2004.7 - 2009.4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파워웨이브-청소년부 총괄 디렉터)
 
 2009.4 - 2014.3          소망교회 청년부전담부목사, 교구부목사
 
 2014.3~ 현재              꿈꾸는교회 담임목사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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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고민

•양극단의 교회를 경험하며 …

•한국교회의 현실 한복판에서 …

•현실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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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고민

•교회를 시작하면서 던져진 질문 1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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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고민

•교회를 시작하면서 던져진 질문 2

“복음이란 무엇인가?”

: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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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고민

•교회의 그 누구도 모르는 복음 ! 
그렇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왜 모여 있는 것일까?

•시대와 사회는 교회에게 묻는다 
 

“너는 도대체 왜 존재하니?”

: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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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진 고민

• ‘복음’을 동시대의 언어로 설명해내며, 그것을 교재화(공유)하는 것

• ‘복음’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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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1)  개척준비                                                2013/9

2)  첫 준비기도 모임                                    2013/11/1 (12명)

3) 소망교회 사역마무리                               2013/12/31, 사임(2014.3월)

4) DREAM SHARING DAY(개척설명회)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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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4)  개척예배         2014년 3월   9일 (주일)

     - 2014년 3월 9일        삼성동 ‘베어홀’
     - 2014년 5월 4일        역삼역 ‘GS타워’
     - 2014년 10월 12일    삼성역  ‘라운지 더 드림’

  5) ‘강남’에서 ‘교회’를 시작한 이유

  6) ‘교회’를 임대하며 사용하려는 이유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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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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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창립예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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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5주년 감사예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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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2014 2015
2016

2017 2018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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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목회 측면에서

  1) 철저하게 ‘복음’을 기초로 하는 목회
      -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부터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2)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현장에 ‘함께’ 뛰어든다
      -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 같이 살아낸다.

  3)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도록 격려한다.
      - 교회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없다. 다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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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설교의 측면에서

  1)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에 대한 공통된 공유 
      - 설교자의 중요개념과 내용을 공유할 때,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을 갖게 된다.

  2) ‘양육’을 전제로 하는 ‘설교’
      - 공통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눌 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3)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 복음 TRACK과 성경 TRACK을 중심으로 양육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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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양육의 측면에서

  1)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 초신자를 위한 복음나눔, 기존신자를 위한 복음나눔, 복음양육의 심화과정. 
        - 초기 양육은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진다. 
        - 공식적으로 ‘심방’이 없다.

  2)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 교회가 행복하다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지만,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는 행복하다. 
        -  부부학교, 아내기도회의 영향력 (가정의 회복, 남편의 성장, 남편 아웃리치, 남편기도회)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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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양육의 측면에서

  3)  처음 오는 사람들의 관점에 맞추라. 
      -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용어와 교재에 대한 연구

  4)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 복음 TRACK과 성경 TRACK을 중심으로 양육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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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다음 세대를 위하여

  1) 다음 세대의 교육철학은 담임목사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       
     - 큰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커리큘럼은 담임목회자를 통하여 나와야 한다. 
       - 초1~고3까지 교회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아이로 자랄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가?

  2)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대로 키우라         
     - 교회생활을 잘하는 아이로 키울 생각과 마음이 없다. 
       -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동시에 세계사(청소년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 청소년부서 아이들은 2년마다 비전트립 (터키-그리스도, 서유럽, 미국동부)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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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다음 세대를 키워가기 위하여

  3) 교회학교담당자를 성도로 세우라.  
     - 간사시스템, 양육의 일관성,  2-3명의 간사진이 구성되어 컨텐츠를 공유하고 연구함. 
       - 설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성경구조에 대한 이해. 
       - 교사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시험을 본다 (시험문제 :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쓰라) 

  4) 성인양육과 자녀양육의 동일한 틀을 유지  
     - 성경을 7 이야기, 15시대, 45가지 주제로 나누고, 성인양육과 자녀양육을 동일하게 양육한다. 
       -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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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교회 운영의 측면에서

  1)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방향을 이끌어간다. 
       - 익명적 헌신, 무기명 헌금, 의무가 아니라 특권, 불필요한 사역의 최소화
          -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한다. 새신자의 경우도 ‘등록’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2)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중심이 되게 한다.
       -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이다. 교회에 목회자만 있으면 된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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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교회 운영의 측면에서

  3) 교회 ‘부흥'을 위한 행사는 하지 않는다(전도잔치, 부흥회)
       -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부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4) 사역은 ‘양육’이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간다. 
       - 사역을 시키며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며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간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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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교회 운영의 측면에서

  5)  ‘사역’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이끌어간다.
       - 교회 사역보다 관계와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 (예: 새가족을 챙길 수 없는 부부)

  6) ‘교회’에 자주 오지 않게 한다.
       -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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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앞으로 세워가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

  1) 재정적인 후원을 넘어 컨텐츠 공유
     - 건물과 하드웨어가 아니라 컨텐츠를 함께 공유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돕는다
       - 국내선교, 해외선교의 방향성의 전환 
       - 호주 시드니 꿈꾸는교회,  전국 각 지역에서 ‘복음’의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감.

  2)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돕는다.
       - 200-300명 정도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2번째 꿈꾸는교회 준비)

  3)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
       - 대안학교를 사교육 중심지인 ‘대치동’에서 시작. 자본주의 가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  현실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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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강의를 마무리하며
-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쩔 수 없이…..
청년사역… 부부사역 …

교회학교… 아내기도회… 남편아웃리치…

복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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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강의를 마무리하며
-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 자신 ‘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일 힘드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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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질의 응답
- 함께 현실을 고민하면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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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