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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ERMON AS BIBLE STUDY MATERIALS FOR SMALL GROUP
AND CHURCH GROWTH: WITH A FOCUS ON SINGING HOPE CHURCH
Ki Young Jeong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This study will suggest that the Sunday Service sermons are essential elements for church
growth and the sermons can be used as Bible study materials in the small group meetings.
Korean churches kept on growing after the Pyeongyang Great Revival in 1907. However,
Korean churches stopped growing since 2000, at which point they started to decline in numbers.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congregants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at is
proclaimed from the pulpit.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church growth. The researcher observed that continuously
applying Sunday sermons to church members is essential to church growth. The researcher has
been using Sunday sermons as materials for small group Bible studies and will thusl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unday sermons and church growth. Then the researcher will analyze the
materials, books, and case studies of small groups that used sermons as Bible study materials.
There will be presented samples of Bible study materials that the researcher used which will
demonstrate how Sunday sermons can be made into small group discipling materials. The
researcher will explain how Sunday sermon messages can continuously impact Korean churches
through the form of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Abstract length: 20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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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A STUDY OF THE SERMON AS BIBLE STUDY MATERIALS FOR SMALL GROUP
AND CHURCH GROWTH: WITH A FOCUS ON SINGING HOPE CHURCH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의 주일설교의 활용과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희망을노래하는교회를 중심으로

Ki Young Jeong (정기영)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김성택)

본 연구는 주일 설교가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일 설교가
소그룹양육 교재로서 대안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07 년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0 년 이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원인들 중의 하나는 강단 설교와 성도의 삶이 일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회 성장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본 연구자는 주일설교가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성숙과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소그룹 양육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성도의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을 경험하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설교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주일
설교를 양육 교재로 만들기 위해 소그룹 양육 교재에 대한 자료들과 도서들 그리고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에 주일 설교가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며, 주일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만들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사용했던 자료를 샘플로 제시할 것이다.

초록 길이:

15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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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urch growth has a relationship with the preaching ministry in church. Church growth
refers to growth in numbers of church members, as well as growth in their lives through positive
change. Korean society is facing a generational, demographic cliff because of a low birth rate
throughout the twenty first century. The symptom of the demographic cliff brought a decrease of
Sunday schoolers, difficulties to prepare for next generation, decrease of church members, lower
expectation of church growth, and a crisis of financial difficulties of churches. Thus, we need
various church growth models because of the demographic cliff in Korea.
The researcher will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using Sunday morn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o recover the church’s nature and to enhance church growth. The
researcher proposes to use Sunday morning sermons not only to proclaim Scripture on Sunday
mornings, but also to teach and nurture the people so that they are able to apply the messages to
their lives. Through this, they are expected to experience spiritual growth and the church will
grow in numbers as well. The researcher will analysize the theological basis for the usage of
Sunday morning sermons as small group textbooks in chapters two and three. The researcher will
analyize what it means to nurture people through the sermon, what a biblical sermon is by
exam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d the connection between a theological understaning
of the sermon and spiritual growth. The researcher will show a case study through historical
research and present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at were derived from Sunday morning
sermons. The small group materials presented and analyzed will be those that were used in the
researcher’s current ministry. The researcher will develop a small group textbook model that is
xv

based on biblical principles and educating model for small group leader in chapter five. The
researcher will present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chapter six.

xvi

CHAPTER 2
THE THEOLOGICAL BASIS FOR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Sermon means to convey and teach the church members what the pastor studied through
the Bible. In Greek sermon is kerigma, which delivers the will of God, and kerysein includes
educational principles to apply to their lives. The Word of God requires obeying the covenant.
By obeying the Word, people grow together spiritually. Therefore, the Word of God requires two
things: first, the Bible calls for repentance of the people who turned from God; second, the Bible
calls people to be nurtured and educated through the Word of God continuously in the family
circle and community. The responsibility of teaching about God and nurturing is on the pastor
who proclaims the Word. The Apostle Paul shows that the purpose of preaching is to nurture,
which he exemplified in preaching in houses that were essentially small communities, in the
form of small groups.
The early church started to collect what was passed down orally to preserve and educate
people, and used epistles to preserve their faith. The churches in the medieval times published
sermon books for the spiritual growth of church leaders and their people. The devotionalist,
Shupener, shows a model of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He insisted that
sharing sermons in small groups brought a great revival. Likewise,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sermons based on biblical principles and the practice of sharing these sermons in small groups
will bring great revival today.

xvii

CHAPTER 3
THE CASE STUDY OF CHURCH GROWTH FOR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e researcher will suggest the necessity of this type of study by examining three
churches that are using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derived from the pastor’s sermon.
Global Mission Church was planted from Pastor Dongwon Lee upon his three pastoral
philosophies: whole man ministry, balance ministry, and education ministry.
Global Mission Church emphasizes sharing Sunday sermons in small group ministries to
confirm church’s identity and faciliate church growth. Pastor Lee insisted that the church should
preach the Gospel and teach people to be whole according to Colossians 1. In addition, Pastor
Jaehyuk Jin ,the second pastor at Gobal Mission Church, said that pastoral philosophy is realized
in small group meetings.
Global Mission Church started as a Farm Church that focused on small group meetings
since 2001. Small group meetings were held in houses of church members and focused on “small
group meeting study form.” The small group leaders used the pastor’s Sunday sermons and
helped the members to apply them to their lives. This helped cement the pastor’s pastoral
philosophy, the meaning of kononia, and pastoral care. The Global Mission Church kept on
growing by sharing the pastoral philosophy and helping small group members apply sermons to
their lives.
Suyoungro Church Busan, is the second case for “vitalizing small group meetings through
the Sunday Service sermon.” Suyoungro Church focused on teaching the Word of God according

xviii

to Matthew 28:19-20. The church’s vision was accomplished by small group ministry. Pildo
Chung insisted that sermon is the essential for church growth.
Every pastoral philosophy should be shaped up by sermons and by small group ministries.
Suyoungro Church has small groups called Sarangbang. They have 1800 Sarangbangs of all
kinds: daytime Saranbangs, nighttime Sarangbangs for workers, and Sarangbangs for couples,
among others. Sarangbang meetings focus on Sunday morning sermons to be applied to their
lives, helping them heal and recover. This church grew dynamically by using sermons form
Sunday morning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It helped them to understand the vision
of the church and share pastoral philosophy.
The Life Global Church is experiencing church growth by using the same method: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materil. Pastor Inwhan Kim learned Global Mission Church’s pastoral
philosophy and planted the church in a similar manner in 2010.
Pastor Kim’s pastoral philosophy is “changing a person’s character and growing
spiritually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e Life Global Church’s vision is 3.3.3 meaning
3000 disciple communities, 300 small group communities, and 30 new churches.
The Life Global Church started as a Farm Church and focused on small group ministries.
They used sermons from Sunday morning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ey were
united under the study and reinforcement of the pastor’s preaching. The church was planted with
36 members, but by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ey grew to 700
members after only one and a half years. They are archieving their 3.3.3 vision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xix

CHAPTER 4
THE SURVEY STUDY FOR US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mall group ministries
and develop them systematically so that Korean churches can use Sunday morning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Fifty people participated in the survey, mostly from Singing
Hope Church, which is the church the researcher is serving in. They are all over 21, married, and
participating in small group ministry. Of these respondents, 26% are male and 74% are female.
The church’s adults total 235 of these, 71 male adults (30.02%) attend small group ministry,
while 164 females (69.78%) attend. The church’s total gender ratio and participant’s gender ratio
is about 20:1. The survey could be completed in 15 minutes and had 31 qu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82% of respondents was very satisfied with using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and the same percentage indicated that the method
is very useful for the church growth. A slightly higher percentage, 84%,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current senior pastor’s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74% responded
that this method helps new members settle in the church.
A strong majority of participants, 86%, who underwent this type of teaching did not
participate in evangelism. Additionally, 94% of participants said that the roles of leaders are very
important in this method of teaching and church growth,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 leaders. Thus,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education and a standardized study guide.
Finally, the survey results show the limitation and negative elements of small group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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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nistry is focused on Sunday sermons, it is limted in helping people find their spiritual
gif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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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THE METHOD OF USING SUNDAY SERMON AS SMALL GROUP TEXTBOOKS
This chapter is a summary of how the researcher conducted small group ministry by using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e researcher found out that this kind of
study is good for church members because it enabled them to change their lives through small
group ministries, as well as help the church grow.
This chapter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re-check, amend, and make better of the
nurturing management plan at Singing Hope Church. The second is to propose a healthy model
to the ministers who want to use this method of Bible study for revival and church growth. The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complete discipleship training for the small group leaders. Moses chose the leaders
in Exodus 18; the qualifications for leaders are very important to lead small groups.
Second, conduct celebrations and days of rest, so leaders are not burned out. The Leader
Happy Day consists of Friday leaders’ meeting, birthday party’, camp, MT, vacation, and an
event encompassing the nominations of new leaders as well as a celebration.
Third, use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This includes a summary
of sermons, questions for the topic, prayer requests, community news, and faith to act.
Fourth, employ a practical method of sharing and mission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aid materials can be applied to people’s lives. What was proclaimed during the
service can be applied and it helps unify the church. Thus, this paper suggests standardized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utilizing the sermon, as the most biblical method for church growth.
xxii

CHAPTER 6
CONCLUSION
The researcher used these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 which can
also act as summary of the researcher’s whole ministry. The author not only summarized small
group ministry and education methods, but also what the researcher found through fervent
prayers for healthy church growth and biblical church growth. In the past, the focus was much
more on rapid church growth rather than how to have a proper ministry according to God’s will,
meaning the basic principles to growth were neither biblical education nor nurturing. However,
the researcher found out the importance of using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in terms of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meanings.
The Bible says, “But you must continue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been
assured of, knowing from whom you have learned them” (2 Tim. 3: 14). It means that people
who learn from the Bible have to apply the Word of God to their lives.
In other words, the proclaimed Word of God should not stop at being delivered through
the sermon but should shape our lives, our houses, and the world. Using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can be an advantage in applying the Word of God to personal
life through the teaching, reproving, and correction of God’s people (2 Tim. 3:16). In
conclusion, using Sunday sermons as small group Bible study materials may lead to cause great
revival in small group ministry. As a result of this great revival, the churches should keep on
having dynamic church growth and keep on having great revivals in Korea.

xxiii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015 년 국가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5 년에 비하여 2015 년 유소년 인구가
518 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 년) 자료는 총인구는
2015 년 5,101 만명이지만 2065 년에는 4,302 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하고 있다.2)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15~64 세) 인구의 비중은 2012 년 73.1%로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2016 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숫자도 2017 년에 3704 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3)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와 산업계에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인구구조
때문에 매년 1 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6 년부터 앞으로 10 년간 매년 0.6%포인트씩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술
수준이나 자본축적 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평균적으로 생활수준이 매년 하락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직이 고령화되면서 기업들의 혁신성이 감소하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예측한다.4

1)

통계청,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6061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년”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3)

하준경, “청장년층 줄어드는 ‘인구절벽’ 앞에 선 한국(韓國)... 경제에 빨간불,”「조선비즈」, 2015 년 11 월 23 일.

4)

Ibid.

1

2

저출산은 인구절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저출산이 오래 지속되면 유소년층의 인구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청장년층 감소로 이어지고 청장년 층은 노년층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전체인구에 비해 청장년층이 줄고 노년층이 이 늘어나는 단계가 되면 노년층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소년과 청소년과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구감소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5)
이러한 인구절벽현상은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장훈태는 “2018 년 인구
절벽시대의 기독교 선교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6)
그는 인구절감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밀려오는 위기는 매우 다양하게 예측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첫째, 인구절벽 현상은 교회학교의 감소로 인한 다음세대 양육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교회학교의 감소는 교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교회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킴으로 교회 파산 및 매매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인구 절벽은 교회성장을
위한 기대감을 저하시킬 것이며 교세의 급격한 하락은 재정 파탄과 함께 선교열정 감소로 이어지고,
해외선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인구절벽이 가져올 가족의 힘 상실로 인해 사회는 점차
무연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가족해체가 현실화시키면서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다섯째, 인구감소로 인해 미래사회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모계사회로의
전환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인구감소는 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년층도 일을 해야 하는 평생근로 환경이 될 것이다. 평생근로로 인하여 새벽기도 인구감소로
교회의 영적 파워가 약화될 것이다. 일곱째, 새로운 부동산시대 개막으로 매수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민·이주로 지역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회성장 모델의 계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5)

조영태, “서울시 올해 합계출산율 0.8 명대…대한민국 앞날, 인구가 좌우,” 「경향신문」2017 년 10 월 2 일.

6)

장훈태, “2018 년 인구 절벽시대의 기독교 선교전략,” 「복음과 선교」, 29 집, (2016): 234.

3

교회 성장의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하여 온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김선일은 ‘2014
새세대아카데미 콘퍼런스’에서 최근 10 년간 회심한 크리스천 266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그는 27.8%의 응답자가 담임목사의 설교가 교회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고 하면서
현대 한국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7).
설교는 성도의 삶과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말씀이
그 중심이기 때문이다8).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다.9) 보통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다.10)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11) 그러므로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의 표지가 된다.12)
설교자는 말씀을 근거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도의
신앙 성숙과 교회 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 안의 소그룹 역시 교회 성장에 큰 요소이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츄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8 가지의 질적 특성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전인적인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3). 실례로 지난 2010 년 미국연합감리교회(UMC)가
교회에 활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미국 내 3 만 2 천여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 활기찬 예배,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의 활력을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14). 전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

7)

박재찬, “출석교회 선택 최대 포인트는 담임목사설교,” 「국민일보」2014 년 11 월 21 일, 25 면.

8)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21.

9)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866.

10)

Ibid., 822.

11)

Ibid., 849.

12)

Ibid., 834.

1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32.

14)

김성원, “활력 넘치는 교회 네 가지 특징,” 「국민일보」2010 년 7 월 16 일. 25 면.

4

교회는 소그룹(구역) 조직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15). 이와 같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설교와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한다면 주일설교가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큰 공동체의 메시지와 작은 공동체의 소그룹의 나눔이 일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씀 중심 공동체로 세워 갈 수 있다.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는
성도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16) 특히 새신자가 소그룹에 적응하는데 유익이 있다.17)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설교가 소그룹 안에서
적용되도록 목회 방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연구목적
교회 목회 사역과 설교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설교와 교회성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들은 설교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주일설교를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주일설교를 통한 교회성장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8) 주일설교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교회성장의 동력으로 제시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그 필요성을 이해했지만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회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교회성장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세 감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설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의
위기는 결국 말씀이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위기가 극복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세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15)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89.

1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9), 226-227.

17)

Larry Osborne, Sticky Church (Nashvile, TN: Zondervan, 2008), 69.

18)

Ibid.,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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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설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해설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또한 설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 주일설교의 신학적 기준과 역사적 정의를
정리하고 주일설교가 소그룹 교재로 쓰일 만큼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주일설교를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주일설교가 강단에서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서 회람 됨으로서 주일설교를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목회 방법론을 제시한다. 셋째, 주일설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김선일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주일설교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19) 그러므로 주일설교가
어떻게 성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론을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목회방법론을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 사용하여 교세 감소의 위기 중에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2. 범위와 한계 및 용어 정의

1) 범위와 한계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적인 설교연구와 적용 대상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설교의 현황과 형태 그리고
설교를 통한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교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 오전 대예배 설교, 담임목사의 설교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삼아 적용하는 한계이다. 한국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모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구역 모임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연구의 모든 범위는 모든 예배 시간의 설교 즉 새벽예배설교, 수요예배설교,
금요예배설교, 심방설교, 기타 설교가 아닌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담임목사의 설교로

19)

목회와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91.

6

제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목회 방법론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한 교회의 사례를 통한 연구를 통한 교회 성장의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의 주일설교의 활용을 통하여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구하였지만 환경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교회 성장을 이룬 모든 교회를 다 조사하고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교회에
대한 실행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논문을 진행할 것이다.

2) 용어 정의
(1) 교회 성장
본 연구에서 교회 성장이란 교세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재는 교회사에서 나타난
부흥 운동을 살펴볼 때 성도의 영적 부흥은 외적 교세의 성장을 동반했다고 말했다.20) D. A.

McGavran 은 교회 성장의 3 단계를 말한다. 1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다하는 것, 2 단계는 부름 받은 양들의 회복, 그리고 3 단계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1) 김영택은 “교회성장이란 기독교의 건강, 기능,
본질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효과적인 실행과 연관지어 연구 조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22) Willaim M. Easum 은 교회성장을 교인 및 재정의 수적 증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3) Paul David 는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개척하여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지는 것을 교회성장이라고 본 것이다. 본 연구는 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에 교회의 수적 증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 있어서 William M.

Easum 의 정의를 본 연구의 용어 정의로 채택하였다.

20)
21)
22)
23)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서울: 이레서원, 2004), 641-7.

D.A. McGa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물출판사, 1979), 23.
김영택, 「목회와 교회성장」(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44-6.

William M. Easum, The Church Growth Handbook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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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
보통 소그룹은 개교회가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 조직한 3~12 명 정도의 소단위의 조직을 말한다.24)
소그룹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가 시작한 구역 조직이 오늘날 여러 형태의 소그룹
조직의 시작이다.25) 한국교회는 대부분 구역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 조직의 운영은
획일화된 것은 아니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환경 그리고 교회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26) 또한 구역
조직이나 소그룹을 운영하는 목적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소그룹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희망을노래하는 교회에서 정규적 모임을 갖는 장년부
소그룹 구역 조직을 위하여 설교를 어떻게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목회 방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Neal F. McBride 의 소그룹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소그룹이란 “3-12 명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27)

(3) 양육 교재

Clyde Reid 는 소그룹 모임의 대부분은 성도를 교육하는 교육적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성숙과 교회 활동에의 참여를 격려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8) 현재 한국 감리교회 구역 모임의 내용은 성경공부, 나눔, 예배, 전도, 봉사, 토의 등 모든
교육 활동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9)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장년부 소그룹은 성경
공부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 교재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교재를 말한다.

24)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106.

25)

Obaja Tanto Setiawan, 「세계 교회는 G-12 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12.

26)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서울: 두란노, 2007), 15.

27)

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0), 23-6.

28)

Clyde Reid,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 고용수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1-34.

29)

정기천, 「세계감리교 신앙과 생활」(서울: 총리원 교육국, 197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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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근거

1) 성경적 근거
설교를 양육을 위한 소그룹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가
성경에서 양육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성경에는 많은 설교가 등장한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으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스데반, 사울의
설교가 실려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설교가 실려있는데, 본 문단에서는 설교가 양육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1) 구약에 나타난 성경적 근거
설교의 양육성에 대한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에 등장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창세기 2:16-17 에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오직 아담만이
알고 있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3:2-3 을 보면, 여자가 이 명령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소그룹으로 볼 수 있다.30) 하나님의 말씀()אָ ַ֣מר이 최초의 소그룹인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 안에서 양육
교재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주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하여, 하와는 “각종”을 빼고서 단지 동산

30)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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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와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령을 덧붙이고 있다.31)
하나님의 말씀()אָ ַ֣מר은 창세기 3 장 2 절에서 등장하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거절하는 데에
사용된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르'()אָ ַ֣מר이며,
“뿌리(root)”라는 의미를 지닌 셈어 ‘아마르’()אָ מר에서 유래되었다.32) 일차적으로는 말하다라는
뜻으로서 명령하다, 전하다, 알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됐다. 현대 히브리어 사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빌헬름 게제니우스(Wihelm Gesenius)의 BDAG 사전에서는 아마르’()אָ מר의 칼(Qal)형 용법에
대해 세 가지로 소개한다. 게제니우스에 따르면 아마르’()אָ מר의 의미는 첫째,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며 둘째, ‘생각하다’, 셋째, ‘명령하다’ 또는 ‘지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33)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ASB 에서는 '아마르'()אָ ַ֣מר를 “말하다"로 27 번 번역했고, “명령하다”와 관련된 의미로 13 번
번역했다.3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으로써 주어졌고, 그
말씀은 교육적으로 활용되어 아담과 하와의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3:16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에게 원시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었다.35)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며 동시에 백성에게 행한 율법 해석이다.36) 신명기에는 크게 3 개의
설교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명기 1-4 장까지 첫 번째 설교, 5-26 장은 두 번째 설교, 3134 장에 나온 마지막 고별설교이다. 신명기 설교의 특징은 명령형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켜라”, “명심하라”,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섬기라”, “삼가라”, “경외하라”, “기억하라”,
31)

Gordon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창세기」,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192.

32)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59.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8 년 3 월 19 일 접속.
33)

Wilhelm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47-8.

34)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6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8 년 3 월 19 일 접속.
35)

C. B. Eavey, 「기독교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42.

36)

J. Ridderbos, 「반즈주석 신명기」 최종태 역,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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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라” 등의 형식은 일종의 양육과 교육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7) 특히 신명기 6:49 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원리가 들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은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였다.38) 이스라엘은 토라 즉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였다.39) 가정은
소그룹 조직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적용하는 훈련을
말씀하시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을 위한 양육 교재로 활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40)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양육 교재로 활용되었다.

(2) 신약에 나타난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13 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기록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 들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비유를 설교하셨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 제자들은 별도로 예수님을 찾아와 설교의 의미를 여쭈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마 13:10).” 이 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시고

37)
38)
39)
40)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07.
유태영, 이스라엘 민족 정신의 뿌리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117.

William Barclay, 「고대 세계의 교육사상」,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2.
성서 연구회 편, 「유대인의 정체의식」(서울: 맥밀란, 1984),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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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양육 교재로 활용하셨다. 설교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양육 교재로 활용된 것이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회람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당시 가정 교회 안에서 양육 교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회람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 또는 신학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설교를 어떻게 소그룹 양육 교재로 구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설교를 양육 교재로 만들어 활용하는 목회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신학적 근거
(1) 신론: 하나님의 속성과 주권

C. B. Eavey 는 양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1) 따라서 교회 교육과 양육의 시작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간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한다.42)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뜻에
순종케 함이 양육의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임을 엡 3:7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볼

41)

C. B. Eavey, 「기독교교육의원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49.

4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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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주일설교의 실제적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주일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하여 선포된 모든 설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안인섭은 칼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방식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방식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우리는 약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을 경우 그 약속의 권위를 더욱 더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지상에 있는 것을 증인으로 사용하지만 그들이 약속 받은 모든 것이 비준될 것이며
확실하리라는 점을 선언한다43)

안인섭에 의하면 칼빈은 목회자의 주된 임무가 말씀선포라고 보았다고 말한다. 특히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하여 영적 통치를 담당하며 성도를 교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것이다. 주일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다.44)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45)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성경론: 성경의 무오성과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46)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이며 결국 신학의 유일한 외적 인식의
원리라고 말한다.47) 네덜란드의 조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도 그의 책 개혁교의학

43)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서울: 도서출판 그리 심, 2009), 235-6

4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65-7.

45)

Ibid., 14-8.

46)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47.

47)

Ibid.,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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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에서 성경이 교회와 신학의 유일한 원리(principium unicum)라고 말하고 있다.48) 바빙크는 모든
기독 교회는 성경이 신학의 원리라는 고백에서 하나로 일치하며, 종교개혁은 ‘유일한 원리’로서의
성경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5 항에서 선언하며, 모든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한다.49) 만약 성경의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면,
또한 오류가 있다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양육을 위한 교재에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어야 하며, 내용상 설교와 양육 교재는 성경중심이
되어야 한다.
칼빈에게 설교란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 바른 설교가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주일설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경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갖는다.

(3) 구원론: 성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50)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성화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칼빈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51)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양육 교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48)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1」, 박태현 역(서울: 부흥과개혁사), 135.

49)

Ibid., 136.

5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중」, 246-1.

5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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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복음 증거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한다.52)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53)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구원론적 타당성을
갖는다.

3) 역사적 근거
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역사적 근거는 세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례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서신서들을 회람했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서신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저자의 설교이기도
한편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였다. 둘째,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례이다. 루터는 신학적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설교집을 모아 포스틸레라고 이름을 붙였다. 각 교회들은
루터가 만든 설교집인 포스틸레를 통해 교육을 했음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경건주의자
슈페너의 역사적 사례이다. 슈페너는 말씀과 설교를 소그룹에 적용한 인물이다.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평범한 성도들도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이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그러므로 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에 간략하게 서술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들을 제 2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4. 연구 방법론

본 논문은 설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교회사적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사용된 사례들을
연구하여 21 세기 한국교회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교세 감소의
52)

T.H.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72-3.

5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상」, 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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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실행하였던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이를 보다 발전시킨 주일설교 소그룹 사역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교회 성장의 방법론을 전략적으로 찾고 할 때에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실제적 목회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목적과 문제 제기, 범위와 한계, 용어 정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 서술한다.
2 장에서는 주일설교가 소그룹 교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다.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의 양육적 원리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설교의 양육적 원리와
교회사에서 나타난 설교의 양육적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소그룹에서 주일설교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부흥한
교회의 사례들을 연구한다. 사례로 제시된 교회들의 일반적인 이해와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핵심사역들을 살펴본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4 장에서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설문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설문의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가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의 빈도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 대한 소결론을 제시한다.
5 장에서는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설교의 구성 방법과 소그룹 양육 교재의 구성 원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본 연구자가 신갈중앙교회와 희망을노래하는교회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제시하여
보여준다. 또한 소그룹 인도 방법에 대한 것도 제시한다. 6 장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하나의 대안이 됨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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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헌 검토

본 연구는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이다.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교회 성장이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내의
소그룹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자료들을
교회성장, 설교, 소그룹이라는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소개하고 그 자료들이 어떻게 본 연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교회성장에 관련된 자료
첫 번째 서적은 최근 북미에서 교회 성장학 연구 논문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서적인 Sticky

church 이다. 본서의 저자인 래리 오스본(Larry Osborne)은 노스 코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교회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그는 자신의 실천 사례와 연구
결과물로 Sticky church 를 발간하였다.54) 이 책은 미국 내에서 혁신적 교회로 알려진 노스 코스트
교회의 부흥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서 활용하여 부흥한 사례를 볼 수
있다.55) 또한 본서는 소그룹이 어떻게 교회 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챕터 6 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연구 주제인 주일설교와 소그룹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소그룹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 책이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서적은 옥한흠의 「평신도를 깨운다」이다. 본서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켜온
옥한흠의 목회 실천 보고서이다. 본서는 교회성장의 요소로써 평신도 리더십과 소그룹을 강조하고
있다. 옥한흠은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중심에는 제자훈련이 있다고
말한다.56) 옥한흠은 사도성이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고 보았다. 제자 삼는 사역은 사도적

54)

Larry Osborne, Sticky Church (Nashville: Zondervan, 2008).

55)

Ibid., 76.

56)

옥한음,「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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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계승하는 것이며, 제자훈련이 곧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보았다.57) 그는 소그룹의 모임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요람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한다.58) 제자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진 소그룹 리더는 건강한 사랑방을 만들어 간다. 이런 원리로 사랑의교회의 교회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본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과 성경적인 양육 교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서의 이러한 내용은 연구자가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 교재를 만들 때, 오직
철저하게 성경만을 근거로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서적은 교회성장 사례로서 소그룹과 관한 학문적 연구와 논문에 자주 인용되는 서적인
조용기의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이다.59) 이 책의 장점은 소그룹을 통한
교회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그룹의 시작 배경과 소그룹의 운영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목회적 관점에서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서적은
연구자가 교회성장의 요소로서 소그룹을 접목하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 설교에 관련된 자료
첫 번째 서적은 강해설교의 대가인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의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강해설교」이다. 그는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회중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60) 모든 설교는 단 하나의 지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며 동시에 해석 또는 적용이라고 말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설교는 본문에서 그 중심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61) 해돈 로빈슨은 설교에는 반드시 설교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설교는 결국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고 설교의 중심
아이디어의 형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서는 강해설교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며, 강해설교의
57)

Ibid., 178.

58)

Ibid., 289.

59)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76-9.

60)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9), 23.

61)

Ibi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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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강해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하여
읽어야 할 책들 중 하나이며, 특히 본문에서 설교의 중심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는 관점은 연구자가
강해설교의 기본 개념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서적은 라메쉬 리처드(Ramesh Richard)의「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준비」이다.
본서에서 라메쉬는 강해설교를 “올바른 해석방법을 통해 얻어진 성경본문의 중심명제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성을 깨우치며 가슴에 호소하여 삶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전달방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전달하는 것”

62)

이라고 정의한다. 설교는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라메쉬는 강해 설교의 7 단계를 말하면서 설교는 개인의 전 삶의
영역에 대하여 신앙적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한 적용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본서는 강해설교의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가 강해설교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서적은 설교학의 대가이며,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이자 총장으로 재직했던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63) 이 서적의 특징은 설교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브라이언 채플은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구원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64)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가 설교 본문으로써 성경을 연구할 때, 선포될 메시지를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술자료로서는 총신대학교 저널 신학지남에 기고된 정성구의 “칼빈주의와 설교: Andreas

Gerhard 와 John Calvin 을 중심하여”를 참고할 것이다.65) 본 자료는 개혁주의 설교와 칼빈의 설교

62)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준비」, 정현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21.

63)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4). 11-4.

64)

Ibid., 346.

65)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통권 178 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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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소개함으로써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한 강해설교란 무엇인지 말해준다.66) 연구자는 본
자료를 통해 칼빈주의에 입각한 강해설교의 관점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소그룹에 관련된 자료
첫 번째 서적은 소그룹에 대한 빌 도나휴(Bill Donahue)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이다.67)
그는 윌로크릭협회의 소그룹 사역 디렉터로서 소그룹 사역을 도왔다. Bill Donahue 는 소그룹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교회의 특성과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그룹과 교회 성장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본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그룹 양육 교재에 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서적은 채이석의 「소그룹의 역사」이다.68) 본서는 소그룹의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경속에 등장하는 소그룹과 교회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소그룹의 모습을
보여준다. 채이석은 성경에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이 소그룹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소그룹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소그룹이라고 말한다.69) 이는
연구자가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세우고 성경에 근거한 소그룹 연구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 서적은 안재은의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이다.70) 본서는 소그룹의 목회 원리와
교회 성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안재은은 소그룹 목회 방법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목회 원리라고 주장한다.71) 소그룹 성경공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제시함으로 소그룹 목회와 소그룹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잘 서술하고 있다. 1 장에서
11 장까지는 개인 및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으며 평신도 사역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66)

Ibid., 80.

67)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68)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69)

Ibid., 25.

70)
71)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서울: 그리심, 2010).

Ibi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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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실제적인 프락시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소그룹의 기본적인 개념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학술자료로서는 이광수는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인 “소그룹 목회에 관한 연구:
신갈장로교회를 중심으로”을 참고할 것이다.72) 본 자료는 소그룹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총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의 학술저널에 실린 이세용의 “기독교교육과 설교:
교육목회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참고할 것이다.73) 본 자료는 설교에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자료이다.74) 이세용은 설교와 양육 모두 성경을 텍스트로 삼는다는 점을 둘의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다.75) 연구자는 본 자료를 통해 소그룹을 위한 설교와 양육의 방법론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근거를 세울 수 있었고, 설교의 교육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통해 설교를
양육 교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교의 성경적 근거로서는 마태복음 3:1;
12:41; 28:18-20, 마가복음 1:14; 16:15, 누가복음 11:32, 사도행전 10:42; 17:23, 고린도전서 1:23,
고린도후서 5:19-20, 디모데후서 4:2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과 관련된 성경구절로는
신명기 6:3-9, 마태복음 4:23; 28:18-20, 사도행전 8:26-40; 18:30-35; 19:9, 에베소서 6:4 ,
디모데후서 3:14-15 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72)

이광수, “소그룹 목회에 관한 연구: 신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73)

이세용, “기독교교육과 설교: 교육목회에서의 실제적 적용,”「기독교교육연구소」, 16 권 1 호 (2005).

74)

Ibid., 31.

75)

Ibid., 32.

제 2 장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설교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

본 연구에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교’이고 둘째는 ‘양육’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양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설교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 구약에 나타난 설교에 대한
용어들과 신약에 나타난 설교에 대한 용어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함으로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서술할 것이다. 연구자는 ‘설교’에 대한 일반적, 성경적,
신학적 개념을 밝힌 후에 이어서 설교가 양육 교재로서 활용된 역사적 근거를 서술할 것이다. 양육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는 성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4 장에서 다루어질 설문조사의 성경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설명하고, 특별히 설교가 양육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1. 설교의 일반적 이해

설교의 정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Merriam-

Webster 인터넷 사전에는 설교(Sermon)를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성직자가 공적으로 전하는
담화”라고 정의하였다.7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설교를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있다.77) 한편 동아국어사전에는 설교를 “종교상의 교리를 널리 설명함 또는 그 설명”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여러 말로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 가르침”7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6)

[온라인 자료]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ermon, 2017 년 10 월 28 일 접속.

77)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 년 10 월 28 일 접속.

78)

권태명, 「동아 새 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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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am-Webster 사전에서는 설교를 예배의 한 부분으로 단순히 어떤 담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과 동아국어사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의 교리를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함으로서 설교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신성종 역의
베이커 신학사전에서는 설교를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교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규정된 수단”79)이라고 말한다. 이 사전에 따르면 구약 시대의 설교는 공동체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기능이 있었으며, 신약성경에서는 설교가 약 30 여 가지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80) 한편, 교회사 대사전에서는 설교를 설교학 용어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설교를 ‘호밀리(homily)’라 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전에서는 “이 용어는
‘대화’라는 뜻의 라틴어 ‘호밀리아(homilia)’에서 유래하였으며 고대로부터 설교는 구약 시대의 종교적
삶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정의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설교는 교육과 훈계를 위한 대화식
설교였다고 첨언하고 있다.81)

2. 양육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구약에 나타난 설교 용어들
구약에서 ‘설교’를 지칭하는 단어는 성경의 내용과 상황과 그 의미에 따라 3 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동시에 다른 의미들도 함의하고 있다. 그 단어들은 바사르()בשר, 카라()קרה, 다바르()דבר이며, 연구자는
이 세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에서 ‘설교’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바사르(’)בשר이다.

79)신성종,
80)

「Baker’s 신학사전」(서울: 엠마오, 1996)

Ibid.

81)강병도,

「교회사 대사전 II」(서울: 기독지혜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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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사르( )בשר: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전파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등이다. 이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으로서 치료, 해방, 구원, 위로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나타낸다.82)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참고하면 바사르()בשר는 사건을 “알리다”,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토브()טוב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왕상 1:42, 사 52:7)”라고 사용됐다. 시편 96:2 와 역대상 16:23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83) 특히 역대상 16:23 에서의 선포에 대하여 역대상 16:35 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자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씀한다. 따라서 바사르()בשר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 자세를 교육한다고 볼 수 있다.

(2) 카라)(קר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부르다”, “선포하다”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특별한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름 받은 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61:1-3 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실 때 이 본문을 누가복음 4:1822 절에서 인용하셨다.84) 이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다.

(3) 다바르)(דבר: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다바르)’(דבר는 선포와 동시에 역동적 능력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85) 게제니우스 사전에서는  דבר라는 단어가 말하다, 말을 차례로 따르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민수기 7:89, 에스겔 2:2; 43:6, 사무엘하 14:13 에서는

82)

R. H. Harris 외 40 인,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구약원어신학사전」(서울:요단출판사, 1986)

83)

Wilhelm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아람어 사전」(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84)

Ibid.

85)

R. H. Harris 외 40 인,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구약원어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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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86) 하나님이 말씀에 대하여 백성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상 구약에 나타난 설교에 관련된 용어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한 선포라고 볼 수 있다.

2) 신약에 나타난 설교 용어들
신성종 역의 베이커의 신학사전에 따르면 신약에 나타난 설교에 대한 용어가 약 30 여개나 된다.87)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케뤼세인(κηρυσσείν), 케리그마(κηρυγμα), 디다케(διδακε),
유앙겔리제스다이(ευαγγελιφεσθαί), 유앙겔리온(ευαγγελιον), 디다스케인(διδασκειν)이 있다.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뜻하는 마르튀레인(μαρτυρειν)이 있다. 신약에 나타난 설교에 대한
용어는 대부분 백성의 가르침, 적용, 양육과 관계가 있다.

(1) 케리그마(κηρυγμα): 어원적 정의를 살펴 보면 먼저 케리그마(κηρυγμα)가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포함”이다. 키텔 사전은 “왕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적들에게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정의했다.88) 마태복음 12:41 과 누가복음 11:32 절에서는 이 단어가 “멸망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케리그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
혹은 주인의 명령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케리그마가 설교라는 뜻을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백성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86)

Wilhelm Gesenius, 「게제니우스 히브리어·아람어 사전」(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87)

신성종, 「Bakers 신학사전」

88)

Gerhard Kittel and G.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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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뤼세인(κηρυσσείν): 한편 설교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케뤼세인(κηρυσσείν)은
신약성경에서 약 60 여회 사용되고 있다(마 3:1, 막 1:14, 행 10:42, 고전 1:23, 딤후 4:2). 설교에
대한 용어로서 케뤼세인와 함께 쓰인 동의어로는 ‘전도하다(행 5:42)’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앙겔리제스다이(ευαγγελιφεσθαί), ‘선포하다(행 20:27)’라는 뜻의 아나겔레인(αναλλελλειν),
‘알리다(행 17:30)’라는 뜻의 아팡겔레인(απαλλελλειν), ‘선포하다(눅 9:60)’의
디아겔레인(διαλλελλειν), ‘공표하다(벧전 2:9)의 엑사겔레인(εξαλλελλειν), 그리고
‘선포하다(행 17:23)’의 카타겔레인(καταλλελλειν) 등이 있다.89) 설교와 함께 쓰인 동의어들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케뤼세인이란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3) 디다케(διδακε): 마가복음 16:15, 마태복음 28:18-20 에는 케리그마와 케뤼세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다케(διδακε)이다.90) 정성구는 디다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용어는 대중에게
설교의 의미로서 사용된다고 말한다.91) 디다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설교를 나타내는 신구약
용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성도의 신앙과 삶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9)

백동섭, 「새설교학」 (부천: 중앙문화사, 1986), 12.

90)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165.

91)

정성구, 「설교학개론」(서울: 세종문화사, 198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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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교의 신학적 이해

1) 칼빈의 이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종교개혁가로서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시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설교를 매우 강조하였기 때문에 개혁파 설교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회중적 설교가로서 그의
설교는 개혁파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92) 루터에게 있어서 설교는 성례전의 한 일부로
여겨졌지만 칼빈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주장했다.93) 특히 칼빈은 성경해석과 설교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 본문 중심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인문주의자처럼 문자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4) 칼빈의 설교는 연속 성경 강해 설교였는데 주일
아침에는 신약을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월, 수, 금요일에는 구약을 강해하고 가르쳤다. 그 이유는
칼빈이 설교란 곧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교가 성경을
근거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했다.95)

2) 해돈 로빈슨의 이해

Haddon. W. Robinson 은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여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해 다시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96)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97) 그러므로
설교는 바른 성경 해석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설교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92)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통권 178 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87.

93)

Y. 브릴리오드. 「설교의 역사」, 홍성수 역 (서울: 교문사, 1980), 165.

94)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Andreas Gerhard 와 John Calvin 을 중심하여”, 신학지남 통권 178 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88.
95)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9),. 129-31.

96)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강해설교」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3.

97)

Ibid.,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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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을 찾아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돈 로빈슨은
“설교자가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때, 그는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98)고 말함으로써 설교자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해돈
로빈슨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99) 설교가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설교 사역이란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목회 사역이어야 하며100)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며 오늘날에 사는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브라이언 채플의 이해
브라이언 채플은 강해설교자로써 1940 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Christ

Centerd Preaching)의 대가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오직 성경’이 그 기초적 동기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성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 짓고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브라이언 채플은 강해설교의 원칙은 저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으로 보았다.101) 브라이언 채플은
강해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102)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8)

Ibid., 21.

99)

Ibid., 104.

100)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37.

101)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4), 114.

102)

Ibi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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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학자들의 이해
한편 설교에 대하여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면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대 설교의
선구자인 Phillip Brooks 는 “설교란 한 사람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전달.”103)이라고 정의하였다. Thomas Hawood Patterson 은 “설교란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구두로 전달하는 것”104)이라고 하였다. D.M. Lloyd Jones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설교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에서 고린도후서 5:19-20 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포를 인용하면서 설교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105) Merrill Frederick

Unger 는 설교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는 오직
성경 중심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106) 설교는 단순한 담론이나 어떤 연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성경을 강해하고 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정성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107) 설교가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와 같은 설교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설교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그
진리를 회중에게 전하고 교육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케리그마이고 또 케류세인이면서 동시에 디다케로서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3)

정장복, 「설교학 강의」(서울: 양서각, 1983), 8.

104)

헨리 C, 브라운 외, 「설교의 구성론」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7), 25.

105)

디엠 로이드존스, 「목사와 설교」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6.

106)

M. F. 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ns, 1966), 89.

107)

정성구, 「정성구의 신학과 설교」(서울: 이레서원, 20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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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교의 양육적 기능과 목적

1) 설교의 양육적 기능
이세용은 교육 목회에서 중요한 방법은 복음전파식 방법과 가르쳐지키게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안에서 구체화된다고 말한다.108) 제임스(James D.

Smart)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설교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을 분명히 구별해 낼 수 없다고
말했다.109) 물론 설교와 교육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히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다. 예수님은 흔히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불렀다. 마태복음 4:23 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다. 마태복음 7:28 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으며 동시에 가르치셨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행한 일 중에서
설교와 양육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정성구는 안드레아스 게르하드(Andreas Gerhard)의 칼빈주의적 설교이해를 다루면서
설교자에게는 첫째, 신학지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 도덕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양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110)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백성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백성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을 경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개의 촉구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르치기를 쉬지 말라고 하는 양육과 교육의 촉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의무와 양육의 책임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었다.111) 노르만 하퍼(Norman E. Harper)는 기독교 교육과 설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108)

이세용, “기독교교육과 설교: 교육목회에서의 실제적 적용,”「기독교교육연구소」, 16 권 1 호 (2005), 31.

109)

James D. Smart, 「교회의교육적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19-20.

110)
111)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통권 178 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80.

Ibi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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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112)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 모든 것이 곧
양육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설교와 교육이 둘 다 공존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구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의 적용은 회당에서 또는 성전, 개인의 집,
장터, 공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참여된 가운데 행해졌다.113) 이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그 원리를 제공해준다.

2) 설교의 목적
해돈 로빈슨은 강해설교에는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했다.114)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리라
기대하는 것들로서 일종의 회개, 결단, 삶의 방식의 변화, 헌신, 윤리 도적적 생각의 고취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설교의 목적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배후에서 찾아야 한다.115) 성경 속의 모든
책들이 읽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돈 로빈슨은 디모데후서 5:16-17 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읽는
자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이 첫째 교리를 가르치고, 둘째 신앙이나 행동으로 잘못을
거절하고, 셋째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넷째로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116)
라메쉬 리처드(Ramesh Richard)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는 그 설교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려진다고 정의한다.117) 라메쉬는 강해설교 작성에는 첫째 본문의 연구, 둘째 본문의
구조, 셋째, 본문의 중심명제, 넷째, 목적의 다리, 다섯째, 설교의 중심명제, 여섯째, 설교의 구조,

112)
113)

Norman E. Happer, 「현대기독교교육학」, 이승구 역(서울: 정음출판사, 1984), 115..
한춘기, “설교와 교육”, 「신학지남 제 214 호」, 130-131.

114)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9),

115)

Ibid., 125.

116)

Ibid., 126.

117)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준비」, 정현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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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설교의 선포 이렇게 7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118) 여기서 네번째 인 목적의 다리는 곧 설교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교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119) 설교의 목적은 “본문의 중심
명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이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라고 말한다.
120)

결국 설교란 본문 자체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근거한 명제 혹은 메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메쉬는 여섯번째 단계인 설교의 구조에서 설교의 서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서론에서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생각 등 삶의 전영역에서 신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필요성과
궁금증을 기반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라고 한다.121) 이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
서론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라메쉬는 진리가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설교는 개인의 생활, 가정 생활, 직장
또는 학교생활, 교회 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전 삶의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122)고 말함으로써
설교의 목적이 적용과 양육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사도행전 5:42 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는 본문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가르침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0:20 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한다.
이는 바울이 소그룹 공동체인 각 집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가르쳤고 설교했음을 보여줌으로서
설교의 목적이 양육이며 이는 소그룹 안에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123) 빌 도나휴는 소그룹에는
말씀 중심 소그룹과 교제 중심의 소그룹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소그룹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118)

Ibid., 31-36.

119)

Ibid., 106.

120)

Ibid., 107.

121)

Ibid., 143.

122)

Ibid., 162.

123)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용인: 소그룹 하우스, 20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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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중심의 소그룹이어야 한다고 했다.124) 그리고 소그룹이야말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공간으로 매우 탁월하다고 말한다.125)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설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한 양육과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목적은 소그룹에서 구체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5. 설교가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활용된 역사적 근거

1)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의 설교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회람서신을 통한 교육적인 설교였다.126)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유대교와 로마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현장에서 선포되었던 설교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가는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설교였다.
필립 샤프의 교회사전집 2 권에 보면 순교자 유스티누스(A.D. 100~165)가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설교와 관련된 예배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교인들은 일요일에 한 자리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록(복음서 및 서신서 등)과 선지자들의 글(구약성경)을 낭독한 후 사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
고귀한 교훈을 받아 살라고 권고했다고 한다.127) 초대교회는 스데반(행 7:2-53), 빌립(행 8:32-35),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구약(행 2:14-16)을 가지고 설교하고 권고하였다. 게다가 교육을 위한
본문으로써 구약성경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성도들을 교육했다.
세계적인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그의 책 교회사전집 1 권에서 서신서는 설교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신자들이었고 목적은 이미 뿌리내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라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124)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18-120.

125)

Ibid., 181-183.

126)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 1 권」, 이길상 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445.

127)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 2 권」, 이길상 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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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의 교육적 측면을 말했다.128)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예배형식을 취했었는데 유대교의
예배형식은 구약성경에서 발췌한 교훈서를 히브리어로 낭독한 후(행 13:15), 헬라어나 아람어를
사용해 교훈하는 설교(미드라쉬)의 형식이었다.129) 이것은 회중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예배형태였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러한 예배의식을 받아들였고, A.D.70 년 성전파괴 이후에는
유대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유대교에서 구약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교육했다면,
기독교는 복음서들과 사도 서신서들을 낭독한 후 간추린 교훈을 덧붙였다. 이 교훈들은 대부분 전체
회중에게 전달되었고, 원래 공적인 용도로 의도된 것들이었다(살전 5:27, 골 4:16)130) 말을 통한
가르침과 권고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선 것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한 가르침과 권고로, ‘전도’, ‘증거’, ‘말’,
‘전승’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의 증언과 설교는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 무대가 확장되고 사도들이 직접 관할하기에는 너무 넓어지자 회람 서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구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 글로써 기록으로 남긴 자료가 필요해졌다.131)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창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믿음을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구전전승들을 글로써 모으기 시작했고,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존하여 회람하도록 하여 믿음을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정리하면
설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8)

Ibid., 371.

129)

Ibid., 368.

130)

Ibid., 371.

131)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 1 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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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교회 시대
설교집이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역사적 근거를 중세교회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4 권에 보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샤를마뉴(A.D. 740~814)는 부제
파울루스로 잘 알려진 파울루스 바느프리드(Paulus Diaconus, A.D. 720?~800)에게 라틴 교부들의
우수한 설교집을 제작하여 교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성직자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서문을 붙여 설교집을 펴냈다.132) 또한 813 년에 열린 투르회의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성직자들에게 설교집을 잘 간직하고, 라틴어 설교들을 시골 로마어로 잘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설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내용이 담겨있다.
중세교회 시대의 자연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as, A.D. 1225~1274)는 사도신경
강해를 설교집으로 출판하여 성도가 믿어야 할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사용했다. 그는 성서의 권위에
의지하여 사도신경을 해석했으며, 사도신경 강해설교를 통해 삶의 기준이 될 신앙조항을 제시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에 반대되는 오류들을 논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교리적 설명을 시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도신경의 교훈을 가르쳤다.133) 이를 통해 중세교회가
초대교부들의 설교나 당대 권위있는 신학자의 설교를 하나의 책으로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교회가 설교집을 만든 이유는 당시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 성경과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세교회는 설교집을 펴내어 교회 직분자와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의 설교는 주로 성인들의 영웅담과 교부들의 묵상집 등을 낭독하는
것이었다. 설교자들은 도덕적인 설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부들의 설교에 주석을 다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 바뀌기

132)

Ibid., 543.

133)

Thomas Aquias,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설교」, 손은실 역(서울: 새물결플러스, 20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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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루터의 설교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가르침과 그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대에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134) 왜냐하면 청중들은 지금까지 성경이
해석되어 선포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교회 설교집(The Church Postils)으로 알려진 일명 포스틸레(Postille)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중점을 둔 설교 형식을 발전시켰다. 포스틸레는 일종의 모범 설교집으로 당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이 설교집은 교회 예배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자들을 신학적으로 교육하는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루터는 교회 설교집을 자신의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으로
간주하였다.135) 필립 샤프는 루터의 설교집(Kirchenpostille)이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앙 서적 중
한 권이 되었다고 말하며 루터의 설교가 신자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136) 한편 루터는 「독일미사와 예배규범」이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예배
형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라틴어공적 미사 규범, 둘째, 독일어 미사 규범, 셋째는 제 3 의
형태로서 교회 안에서의 교회 즉 소그룹 모임를 주장했다. 제 3 의 형태의 모임으로서 소그룹 모임은
설교를 듣고 나누는 모임이다.137) 한편, 칼빈은 제네바에서 약 20 여년간의 설교를 지속해 왔는데 이
때 Denis Raguenier 가 칼빈의 설교를 속기로 기록하여 보존하였다.138) 그리하여 칼빈의 주일설교가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 지속적으로 읽히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강해설교를 기반으로 구성된 설교집이 신자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단 한번의 설교로 끝내지 않고 책으로 펴냄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도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느낄 수 있다.

134)

Fred W. Meuser, Luther the Preache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36.

135)

Ed., & trans., John Nicholas lenker, Sermons of Martin Luther: The Church Postils vol. 1 and 2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5), 3.
136)

Phillip Schaff, 「교회사전집 7 권」, 이길상 역(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264.

137)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70-72.

138)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신학지남 통권 178 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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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100 년 후인 17 세기 무렵 기독교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지고 지식만 전수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루터가
가슴으로 체득한 신앙이 지식과 교리로써만 전파되고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이다.
신자들의 생활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아닌 국가 교회에 속한 형식적 신앙인들이
되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발전한 루터교의 형식적인 모습에 실망한 자들에 의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은 필립 야곱 슈페너(P. J. Spener, A.D.

1635~1705)이다.
슈페너는 평신도들에게 주일오전 예배만 참석해서는 영적성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주일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139) 그래서 시작된 모임이 “경건한 모임”(Collegia Pietatis)이다.
“경건주의”(Pietism)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140) 슈페너와 몇 명의 교인들은 1670 년 8 월부터
슈페너의 목사관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모였다.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으며 주일과 수요일 예배 시에 들었던 설교를 반복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141) 슈페너의 모임은 교회 밖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1675 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모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슈페너는 경건모임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로 바꾸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제 3 의 예배 모습으로 만들어갔다.142) 이 모임은 설교를 나누고 성경말씀과 경건서적을 읽고서
깨달은 바를 나누기 위한 모임이었다.

139)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83-4.

140)

Ibid., 85.

141)

Philipp J. Spener, Sendschreiben, an einen Christeyffrigen aublandoschen Theologum, In Ph. J. Spener Schriften, Bd. I, hrsg.
E. Beyreuther, Nachdruck der Ausgabe Franfurt a.M. 1677,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79, 46.
142)

P.Grünberg, Philipp Jacob Spener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8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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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 이후 서서히 타락해가던 개신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운동은 제 2 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개신교에서
손꼽히는 의미 있는 운동이었으며 성령과 내적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었다. 경건주의 운동이
메말라가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임의 내용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여서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의 내용을 반복하고,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경건주의의 성경공부 사례를 통해 주일 설교를 양육 교재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소결론

본 장에서는 설교의 일반적, 성경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하고 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경건주의자 슈페너는 소그룹 모임에서 설교의 반복과 성경공부를 통해
제 2 의 부흥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설교가 앞에서 말한 설교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하고 그 뜻을 전하는 데에 충실하다면,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회복을 가져왔듯이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 활용한
모임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다음 장에서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부흥한 교회의 사례를 연구하여, 오늘날에도 강해설교를 교재로 활용한 소그룹
모임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활용하여 성장한 교회 사례 연구

3 장에서 연구자는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활용하여 성장한 교회들의 사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여,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교회가 성장에 대하여 마태복음 6 장 10 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도록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한다.143) 진정한
교회성장은 영적 성장을 동반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교회의 가치로 나타나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서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 마 9:35, 막 1:39). 모든 도시와촌락을
두루 다니셨으며 산에서 바닷가에서 평지에서 회당 등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존
스토트(John Robert Walmsley Stott)는 예수님이야 말로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설교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44)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본체이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는 최초의

설교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양육되었고 그 설교가 공동체를
이끌어갔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행
4:31). 베드로는 사도행전 2 장에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묻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므로 삼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었다(행 2:41). 또한 그 설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제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하는 내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행 2:42).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여파로 성도들은 변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온

143) Elmer
144)

L. Towns 외 4 인, 「교회 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1987), 285.

유충국, 「교회성장과 커뮤니케이션」(서울: 도서출판 갈릴리, 200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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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게서 칭송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행 2:47).
한국교회도 설교를 통해 성장하였다. 한국 교회는 모든 모임에 설교가 있다. 성도들은 새벽설교,
수요예배설교, 금요기도회 설교, 전도집회 설교, 부흥회 설교, 주일오전예배설교, 주일오후예배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성장을 추구한다. 1973 년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초청
전도집회는 설교가 한국 교회 성장에 주는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된다. 김인수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1970 년대부터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는데 그 중심에 월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초청 전도 대회가 있다고 말한다.145) 한국교회는 1973 년 5 월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을 초청하여 전도대회를 열었고 통역은 김장환이 하였는데, 이 때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이 51 만 6 천여명이었으며 설교 후 결신한 사람이 2 만여명에 달했다고
말한다.146) 이처럼 설교는 교회의 영적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별히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설교를 다시 회상하게 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앙성장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래리 오스본은 그의 책 Sticky Church 에서 교회 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문을 막는 일인데, 이를 위한 유익한 방법은 주일성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147)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깊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 그들의
성경지식과 수준은 다르다. 처음부터 성경을 공부한다면 어떤 사람은 쉽게 적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지난 주에 이미 들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148) 빌 도나휴는 말씀을 나눌 때
소그룹을 통해서 돌봄과 영적 사귐이 일어난다고 말했다.149) 안재은도 교회의 소그룹은 구성원들

145)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하)」(서울: 쿰란출판사, 2012), 665.

146)

Ibid., 666.

147)

Larry Osborne, Sticky Church (Nashvile: Zondervan, 2008), 76.

148)

Ibid., 68-69.

149)

Bill Donahue,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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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에 필요한 요구와 안정감을 안겨주며 소그룹을 통해 영적 양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150
그러므로 연구자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서 성도의 영적성장을 강화하고,
교회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세용은 수요낮예배시간에 설교를 성경공부교재로 만들어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 성도의 예배 참여율과 신앙의 성숙도가 크게 개선되었다151)고 하면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부흥 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교회가 성장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설교 나눔 목장(Cell) 목회로 성장한 지구촌교회이다. 지구촌교회는 “우리가 그를 천파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갈
1:28)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설교와 셀 그룹 사역을 통하여 실천한 것이
특징이다.152) 목회철학은 골로새서 1:23-29 에 근거하여 지구촌교회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배의 장과 치유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목장의
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구촌교회는 목장나눔모임 교재를 담임목사의 설교를
사용함으로서 예배와 소그룹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 성숙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말씀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한 부산 수영로교회이다. 이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1 만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모든 목회의 중심사역이 집중된 교회이다.
그래서 담임목사의 설교와 소그룹 양육을 그 핵심 사역으로 삼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실천하고 있다.153)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는 말씀을 수영로양육철학으로
150)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124-6.

151)

이세용, “기독교교육과 설교: 교육목회에서의 실제적 적용,”「기독교교육연구소」, 16 권 1 호 (2005), 33.

152)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contents.php?gr=2&page=1, 2018 년 3 월 19 일 접속.

153)

[온라인 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8 년 3 월 19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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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새가족 양육, 새가족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거쳐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를 통하여
배운 바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수영로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모임의 양육 교재로 사용함으로서 담임목사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목회사역을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세번째는 목장모임 중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성장한 광교지구촌교회이다. 이 교회는 목장 모임
중심으로 3.3.3. 비전 곧 3000 제자 공동체, 300 목장 공동체, 30 교회 분립 개척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교회이다.154) 이를 위하여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목장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는 그의 책에서 교회성장은 목표설정과 소그룹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그룹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50 만명의 성도에 도달했다고 간증한다.155) 이러한 점에서
지구촌교회는 목표설정(3.3.3 비전)과 소그룹(3000 제자 공동체)을 통해 성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교회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9:35-10:1)는 말씀을 교회 목회 철학156)으로 세우고 교육목장, 젊은이목장, 장년목장 중심으로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나눔 교재로 사용함으로서 담임목사와 온 교우가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있다.

154)

[온라인 자료] http://www.newgmc.org/church/vision01.asp, 2018 년 4 월 5 일 접속.

155)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131-3.

156)

지재일, “내 사역 철학은 목자 마음 품는 것,” 「크리스천투데이」, 2005 년 12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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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157)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마 4:23-25)를 목회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 가고자 한다. 특히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소그룹 안에서
구체화함으로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개한 교회들의 공통된 중심 주제는 설교와 소그룹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한 ‘양육과
신앙성숙’이다. 그것을 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형태로 특화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의 주일설교의 활용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실례들은 본 연구자의 연구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1. 지구촌 교회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활용하여 성장한 사례로는 지구촌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지구촌교회는 1993 년 경기도 수지 선경 스매트 복지관에서 이동원이 65 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되어
현재 2013 년 진재혁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로 선출될 때 당시 재적교인 7,757 명으로 성장한
교회이다.158) 지구촌교회는 2002 년 셀 교회로 전환하므로 사역의 구조가 목장 교회로 전환되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159) 지구촌교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채플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대채플 그리고 경기도

157)

[온라인 자료] https://www.happyful.net/blank-1, 2018 년 4 월 4 일 접속.

158)

장세규,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 압도적 신임,” 「기독일보」, 2013 년 12 월 2 일.

159)

조상훈, “성도의 삶을 선교현장으로 만드는 목장교회,”「교회성장연구소」, 2009 년 6 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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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지구촌채플로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 있다. 특히 주일설교를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장에서 자유롭게 나누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착화된 한국형 셀목회의 모델를 한국교회에
제시한다.160)

1) 교회 소개
지구촌교회는 1993 년에 경기도 수지에서 65 명의 성도와 함께 이동원이 개척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구촌교회는 창립 5 주년을 맞이하여 ‘30,000 명의 성도가 모이고, 3,000 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 중에 30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333 비전을 세우고 교육목회에 집중했다. 특히
평신도 선교사를 민족과 세상에 파송하는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이는 칼빈이 설교를 듣는 청중을
연구하여 다양한 설교 방법을 사용한 것과 같이161) 성경공부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2002 년부터
셀 목회로 전환하게 되었다.162)

셀 목회 전환 후 평신도리더가 적극적으로 목회 사역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사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안재은은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며
평신도들의 목회 사역 참여를 주장한다.163) 또한 지구촌교회 목장모임에서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나누고 적용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안교회 김형준은 이동원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사역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통하여 완성되고 마무리된다고 평가했다.164)

2) 목회 철학
지구촌교회의 이동원 원로목사는 기독교 월간지 “빛과소금”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목회 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60)

이동원,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서울: 두란노 2010). 95-6.

161)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87.

162)

Ibid., 96.

163)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0), 98.

164)

이태형, “〔목회자들의 설교분석〕성령과 함께…부단한 노력…성도들 은혜 감격,”「국민일보」, 2004 년 7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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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역은 골로새서 1 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목회,
균형적인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어느 한쪽 면만 드러나는 사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쳐서 온전히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전인(全人)목회, 균형목회, 교육목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165)

한편 2013 년 이동원의 후임인 진재혁 지구촌교회 담임목사는 골로새서 1 장의 목회철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지구촌교회의 목회 사역을 이끌고 있다.166) 한편 진재혁은 지구촌교회의 목회철학은 목장
교회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1 년부터 시작된 목장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였고, 공동체가 변하였고,
교회가 변하였고,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목장에서 나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167)

지구촌교회 목회의 핵심사역은 목장 소그룹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소그룹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용기는 소그룹이란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의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그룹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언급했다.168) 즉, 지구촌교회의 목회철학은 소그룹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 구석구석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교회 비전
지구촌교회의 비전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구촌교회의 민족을 치유하기 위한 3N 과 세상 변화를 위한 3G 는 다음과 같다. 민족치유를 위한
3N 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North Korea)’, ‘다음세대를 위해(Next Generation)’, ‘변화하는
사회 속의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New Family)’이다. 그리고 세상 변화를 위한 3G 는 ‘지상 대명령인
165)
166)

권자영, “40 년간 전인목회를 위해 달려온 이동원 목사,” 「빛과 소금」, 2010 년 12 월, 42.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contents.php?gr=2&page=1, 2018 년 3 월 19 일 접속.

167)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3), 8.

168)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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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전도(Great Commission)’, ‘세계선교를 향한 섬김과 나눔/영향력(Global Church)’, ‘경건한
리더들(Godly Leaders)’이다.

지구촌교회는 이 비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섯 가지의 동역을

제시하는데 ‘GMN 선교동역’, ‘한국교회의 동역’,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의 동역’, ‘창립목회자와
승계목회자의 동역’, ‘Cell 교회와의 동역’를 제시함으로서 모든 교회의 하나의 유기적 동역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으로서는 셀교회 공동체, 훈련공동체, 치유공동체,
비전공동체, 선교공동체, 중보공동체, QT 공동체, 자율공동체, 은혜공동체, 복음주의공동체인데 이
중에서 셀교회 공동체를 최우선의 사역으로 삼음으로서 담임목사의 설교와 영성이 교회 전체에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하였다.169)

4)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 활용의 예
지구촌교회는 셀 교회로 유명할 뿐 아니라 매년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목회 노하우를
한국교회에 나누고 있다.170) 지구촌교회는 셀 모임을 목장모임이라고 부른다. 지구촌교회는 셀은 곧
교회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거주지 중심으로 부부목장, 형제목장, 자매목장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도 자신의 관심에
따라 교사 목장, 신우회 목장과 같은 목장에 중복적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목장교회는 보통 12 명
내외로 구성된다. 목장 모임은 주중 교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목장모임 나눔지’ 중심으로
목장모임이 진행된다. ‘목장모임나눔지’는 ‘목•장•교•회•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순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171)

169)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contents.php?gr=2&page=1, 2018 년 4 월 6 일 접속.

170)

전병선,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 V12 개최한다,” 「국민일보」, 2016 년 4 월 7 일.

171)

김문석,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는 이렇게 세워갑니다,” 「목회와신학」, 2012 년 5 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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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구촌교회 목장나눔지 구조

목

목장원의 환영/아이스브레이크로 목장원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다.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의 시간/복음성가, 찬송가 부르기

교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지난 설교의 적용)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중보기도의 시간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목장 광고의 시간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모든 순서의 마무리

목장 모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인데, 이 때 목장 리더는
지난 주 담임목사의 주일 설교를 활용하여 목장원들이 삶에 적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가르침이 목장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와 목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게 한다. 특별히 주일예배
말씀을 통하여 삶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일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고 있다.172)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목자의 역할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목장원들이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173) 래리 오스본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 교재의 첫번째 질문을 지난
주 설교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묻는다.174)
그러나 지구촌교회 목장 나눔은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아이스브레이커, 장마비와 같은 찬양,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 회원들간의 기도 나눔, 목장원들의 사역의 참여, 성령안에서의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여 한 사람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을

172)

김문석,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는 이렇게 세워갑니다,” 「목회와신학」, 2012 년 5 월, 79.

173)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35.

174)

Larry Osborne, Sticky Church (Nashvile: Zondervan, 200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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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목장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 나눔’이다. 말씀 나눔은 지난 주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나눔지에는 지난 설교 본문 말씀 및 대지, 설교 요약을 기록한다.
그리고 나눔 질문은 주일 설교 말씀과 연관된 질문으로 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75) 이와 같이 지구촌교회는 주일설교를 목장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실행하고 있다. 2018 년 3 월 18 일 목장나눔지는 다음과 같다.176)

175)

Ibid., 52.

176)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bbs/board.php?bo_table=E02&wr_id=91, 2018 년 3 월 21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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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구촌교회 목장나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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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 셀(목장) 리더(목자)의 훈련과 모임
지구촌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목장 모임 양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장의
리더인 목자는 목장 나눔지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설교가 목장원들에게 잘 적용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섬긴다. 그러나 이 때 담임목사의 설교가 잘못이해되거나 적용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촌교회는 목장 리더를 위한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철저한 훈련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수과정으로서는 ‘새생명의 길’, ‘새가족의 길’, 목장교회의 길’, 침례교핵심교리 또는
새공동체(택 1)’가 있다. 사역훈련과정으로서는 ‘성경훈련’, ‘목자훈련’, 평신도사역훈련’,
‘가정상담훈련’이 있다. 이 사역훈련을 통하여 목장 교회의 목자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게 된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평신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신도 선교사 대학’, ‘전도폭발’, ‘선교학개론 또는 선교폭발(택 1)’, ‘열린목자대학’, ‘세상을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5 과목이다. 이렇게 하여 목장교회 목자는 총 13 개의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 후에는 매주 목자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담임목사로부터 셀 모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 세미나와 수련회 참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177) 특히 목장
모임 리더들은 매주 열리는 정기모임을 통하여 목장모임나눔지를 미리 공부하게 되는데 이 때
교회의 비전, 소식, 전달사항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해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리고
목장 모임 리더인 목자는 주중 목장 모임을 통하여 전달사항을 목장원들에게 나누게 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는 지구촌교회의 목회 철학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목장 모임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 이를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과정을 지속하게 된다. 목장 나눔에 대하여 지구촌 교회의 진재혁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9 년 창립 5 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5 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다가올 21 세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특별히 1999 년은 2000 년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21 세기 비전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장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 명제에 이르게 되었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셀
177)

김준수, “목장교회 전도 이유는 전도,” 「뉴스파워」, 2013 년 5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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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두번째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로
했다. 크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로 남아서 신약 성경적인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저희들이 찾은 대답은 셀 교회였다. 또한 셀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목장교회는 평신도를 교역자로 육성하는 첩경이다.178)

6) 사역의 결과
지구촌교회 목장모임 목자인 홍미경는 목장 모임과 신앙 성장 그리고 교회에 성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 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교회에 출석만 겨우 한 것입니다. 메마른 저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은 지구촌교회 목장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근근이 신앙을 유지하던 제게 금요일
오전에 드려지는 목장교회모임은 주님 안에서의 삶의 나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자신이 만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님의 돌봐아 주심과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의 시간이
달콤할 무렵, 목장이 배가하면서 3 년 전에 제가 그만 덜컥 목자가 되었습니다. …(중략)… 그
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목자 생활 1 년 만에 배가를 하였고 배가한 목장에 식구들을 보내고
목장원 한 명으로 새로운 목장을 시작했습니다.179)

지구촌교회의 설교나눔 목장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목장 목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한 사역이었다. 전 교인이 교회의 비전인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일설교를 목장 모임 안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지구촌교회의 부흥 성장의 비결이다.
주일설교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목임을 통하여 회람되고 다시 교육되고
적용됨으로서 성도의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178)

오상아, “지구촌교회, 크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로 남고자…,” 「기독일보」, 2014 년 5 월 21 일.

179)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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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수영로교회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성장한 사례로는 부산 수영로교회를 예로 들 수 가 있다.
수영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와 선교를 감당하는
일만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180) 이를 통하여 부산지역과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영로 교회는 마태복음 28:19-20 절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사역을 목회의
중심에 놓고 있다. 특별히 모든 양육 과정의 마지막 정점을 소그룹 목자 코치 스쿨에 둠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안재은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그 리더들은 새로운
소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교회 내 재생산의 증식운동을 일으켜 교회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181)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원로목사 조용기도 성공적인 소그룹 조직을 위해서는
평신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특별히 여성 리더십을 적극 활용하라고 함으로써 평신도 사역의
동참을 강조했다.182) 수영로교회는 소그룹으로 목자들을 세우고, 세워진 목자들은 새로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교회성장을 일으킨 사례이다. 수영로교회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1800 개의 사랑방이 있으며 낮에 모이는 사랑방과 저녁에 모이는 직장인 사랑방, 부부 사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방에서는 4W 를 진행한다. 여기서 4W 란 Welcome(환영), Worship(찬양),

Word(말씀), Work(사역)이다. 사랑방 모임의 핵심은 지난 주일 설교를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183) 이와 같은 수영로교회 말씀 중심 소그룹 공동체 사역이
교회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80)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8 년 3 월 22 일 접속.

181)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서울: 그리심, 2010), 113.

182)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93.

183)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 년 3 월 22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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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소개
수영로교회는 1975 년 태창목재 구내강당에서 정필도와 함께 개척되었다. 수영로교회는 개척
처음부터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시작되었다.184) 수영로교회를 이끌어 온
정필도는 2011 년에 은퇴하였고 2 대 담임목사로 이규현이 부임하였다.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현재 부산수영로교회는 4 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185) 부산수영로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일설교를 통한 사랑방 모임의 활성화에 있었다.

2) 목회 철학
“행복 목회”는 부산 수영로교회의 원로목사인 정필도의 목회 철학이다. 그의 저서
「교회는목사만큼 행복하다」에서 그는 자신의 목회 철학을 “행복 목회”라고 말한다.186) 정필도는
초등학교 6 학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 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은 평생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이었다.187)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의 영적 자세는 목양에서 행복 목회로 실행되었다. 그가 말하는 행복
목회란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가는 일”188)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 목회를 이루어가는 수영로교회가 설교 중심 소그룹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필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한다. 목사는 모든 면에서 균형을갖춰야
하지만 설교가 무엇보다 은혜롭고 좋아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친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짓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설교에 영적 감화력이 없어서 물러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내적 성숙이 외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벌들은 꽃에 꿀이 있어야
모인다. 설교는 꽃이 벌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들의 은혜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잘 주지

184)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8 년 3 월 22 일 접속

185)

Ibid., 2018 년 3 월 23 일 접속.

186)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서울: 두란노, 2009), 15.

187)

Ibid., 29-31.

188)

Ibi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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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과 같다. 군인들이 잘 먹어야 힘이 나서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는데 배가 고프면 못
견디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양약이
몸이 좋듯 골수와 심령에 힘이 되기 때문이다.189)

정필도는 설교가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설교, 심방, 소그룹, 구역
등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고 빨리 성장한다”190)고 하면서 모든 목회
철학은 설교와 소그룹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3) 교회 비전
수영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1 만개의 소그룹(사랑방)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다. 수영로교회 비전은 구체적으로 4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만 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고 500 백만 부산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50 만명의 영혼을 책임지며 동시에
5 천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그룹 공동체가 부산 구석 구석까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밀알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 교회들을 이끌어 부산 성시화를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지역와 이웃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봉사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191) 이와 같은 비전은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수영로교회 홈페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영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초기지이며, 통일한국시대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며,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메타처치(Meta-Church)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미셔널처치(Missional-Church)로서 부산성시화와 국내외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영로교회 안의 교회인 사랑방이 존재합니다. 현재
1800 개의 사랑방이 350 여개의 마을을 구성하고 30 개의 교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으로 흩어진 사랑방들은 부산 각지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192)

189)

Ibid., 191.

190)

Ibid., 200.

191)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8 년 3 월 22 일 접속

192)

수영로교회, “사랑방영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 년 3 월
23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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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로교회는 교회의 비전의 구체화를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랑방에서는 4W 를 진행합니다. 4W 란 Welcome(환영), Worship(찬양), Word(말씀),
Work(사역)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스며들도록 나눔과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목양,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전도와 선교)이 사랑방에서
이뤄집니다. 수영로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가
됩니다193)

이와 같이 소그룹 양육 교재로 주일설교를 활용함으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교회의 비전과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 활용의 예
수영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1 만개의 소그룹을 세우는 것을 비전을 삼고
있는 교회이다. 수영로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사랑방 모임이라고 부른다. 수영로 교회는 소그룹은 곧
교회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흩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사회
복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수영로교회는 형재 1800 개의 사랑방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수영로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1 개
이상의 사랑방에 편성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기도 하고 부부 사랑방, 직장 사랑방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사랑방은 보통 10 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랑방 모임은 주로 교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씀 나눔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말씀 나눔지’는 수영로교회에서 발행하는 ‘수영로 신문’에 매주
게재되어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말씀 나눔지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랑방 말씀 나눔지는 담임목사의
설교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사랑원들의 환영’, ‘찬양과 경배’,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사역내용을 가지고 기도 후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방 나눔지에서
193)

수영로교회, “사랑방영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 년 3 월
23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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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시간은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인데 이 때 사랑방 리더는 지난 주 담임목사의 설교를
읽고 요약하여 자신의 삶을 나누도록 돕는다. 수영로교회 나눔지는 수영로 신문 안에 ‘수영로
편지’라는 이름으로 게재되는데 설교자, 일시, 본문, 성경구절 그리고 제목까지 하여 담임목사의 설교
전문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랑방 나눔을 하는데 2018 년 3 월 11 일
수영로교회 사랑방 나눔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94)

194)

[온라인 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elibrary.jsp, 2018 년 3 월 26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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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영로교회 사랑방 나눔지

60

61

5) 사랑방 목자(리더)의 훈련과 모임
수영로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사랑방 모임의 양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사랑방 모임 시간에
사랑방 목자가 사랑방 나눔지는 통하여 담임목사의 설교가 사랑원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섬긴다.
이 때 사랑방 목자가 담임목사의 설교를 잘못이해하거나 또 의도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랑방 리더를 위한 교육과 양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필수 과정으로서는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필수 양육과정, 양육과정,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다.195) 이후 사랑방 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목자 코칭 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수영로교회 목자 코칭 스쿨 커리큘럼

수영로교회는 신규 목자를 세우는 목자 코칭 스쿨뿐만 아니라 기존 목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는
목자 플러스 모임을 매월 정규적으로 갖는다. 이 때 신규 목자와 기존 목자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196)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목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격려함으로서 목자들이 위로 받고 새힘을 얻는 시간을 누린다. 래리 오스본은 주일설교를
195)

[온라인 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growth/makedisciples.jsp, 2018 년 3 월 26 일 접속.

196)

[온라인 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 년 3 월 26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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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담임목사와 한 팀을 이루는 리더라고
말하면서 성경적, 관계적으로 리더를 양육하고 선별하며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197) 옥한흠도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분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 좋은 인격 외에도 지도자의
목회철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98) 이러한 점에서 부산수영로교회는 목자를
관계적,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담임목사가 사랑방
나눔지의 핵심 내용을 교육함으로서 사랑방 모임이 담임목사 설교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사랑방 전도축제
수영로교회 사랑방 모임은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기 위한 전도축제로 이어지는데 수영로교회 연중
최대행사최대행사199)이다. 사랑방전도축제는 관계전도로서 전도대상자를 사랑방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한 해에 약 7 천 명이 이상의 전도된다.200) 그래서 사랑방 모임과 사랑방 전도축제는 수영로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다. 사랑방 전도축제는 “작정 → 기도 → 섬김(접촉) → 초청” 구조로 진행된다.201)
사랑방 전도 축제의 핵심은 아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대상자를 작정한다.

작정된 사람을 VIP 라고 부른다. 그리고 VIP 를 위하여 모든 사랑방원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당일 행사를 위해 기도하므로서 철저하게 영적 준비를 한다. 그런 후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때

VIP 대상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경우는 위로를,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도움을, 혹은 친교나 식사등으로 섬김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한다. 그런 후 VIP 를
사랑방 모임으로 초대하고 함께 사랑방 나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때 사랑방 모임은 간단하게

197)

Larry Osborne, Sticky Church (Nashvile: Zondervan, 2008),124-127.

19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08.

199)

김병국, “수영로교회 ‘사랑방’ 뜨겁다,” 「기독신문」, 2010 년 11 월 12 일.

200)

Ibid.

201)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 2014 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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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설교를 나눈 후 간증을 나눈다.202) 그들을 선행으로 섬김으로서 마음을 열고 사랑방에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한다. 사랑방 초대 후에는 교회로 초청한다.

7) 사역의 결과
수영로교회의 사랑방 나눔에 대하여 기독신문 기자인 김병국은 이렇게 말한다: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1500 개의 사랑방과 마을, 교구를 통해 30 일간 부산 전 지역에
아름다운 사람의 손길을 베풀었다. 지난 한 달간 수영로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펼친
봉사활동은 공원청소,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섬김, 교회 주변 청소 및 주차도우미, 황령산 정상
청소, 재활원 봉사, 노숙자 섬김, 선착장 청소,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청소, 사랑의 쌀과
반찬 나누기, 다문화가정 방문, 김치 나눔, 산책로 청소, 고아 돌보기, 시장청소, 소년소녀가장
섬김, 결식아동 결연, 독거노인과 새터민 김장봉사, 도배, 장판교체, 목욕봉사 등,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세밀한 섬김과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채롭게 봉사활동을 펼쳤다.
더욱이 봉사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헌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지역 사랑과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에 충분하다.203)

말씀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를 추구하는 수영로교회의 사랑방 사역은 교회 성장과 더불어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 담임목사의 설교가 단회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안에서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빌 도나휴는 소그룹 양육이 일대일 양육에
비해 첫째, 소그룹 환경 가운데서 양육된 사람들은 많은 그룹 구성원들로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며 둘째, 자신의 은사를 좀 더 안전하고 객관적인 분위기 속에서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며
셋째, 형제자매들 안에서 자신의 필요가 채움을 받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장할 수 있으며,
넷째로는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실생활에 연관시켜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204)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다시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202)

[온라인 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 년 3 월 26 일 접속.

203)

김병국, “수영로교회 부산사랑 큰 나눔”, 「기독신문」, 2010 년 11 월 29 일.

204)

Bill Donahue, 「윌로우 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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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룬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수영로교회 말씀 중심 소그룹 공동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는 성경 말씀을 교회 강단과 사랑방
나눔과 그리고 지역 사회의 섬김과 선교 사역으로 연결시킨 사역이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설교의
단회성을 넘어 개인의 변화와 사랑방의 역동성이 회복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수영로교회의 부흥성장 비결 중 하나이다. 채이석은 건강한 교회성장의 배경에는 소그룹이
있었으며, 그 사례로서는 성경과 교회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205) 이와 같이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주일설교를 개인의 삶과
소그룹의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 성장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The Life 지구촌 교회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주일설교를 목장 모임의 나눔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The Life 지구촌교회는 2010 년 경기도 용인 흥덕 우연프라자 7 층에서 김인환이 31 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해 1 년 6 개월만에 700 여명으로 성장했다.206) The Life 지구촌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목장교회로 시작하여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지향했다.207) 특별히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는
주일설교를 모든 목장 모임의 나눔 교재로 활용하여 교회 전 구성원이 담임목사의 설교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208) 이를 위하여 소그룹의 리더를 평신도 사역자로 양육하는 일에
중점을 둠으로서 건강한 교회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5)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214-5.

206)

오유진, “23 년 경험 청소년 사역자가 신도시로 간 이유,”「크리스천투데이」2012 년 10 월 24 일.

207)

http://www.thelifechurch.kr/Page/Index/36,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208)

http://www.thelifechurch.kr/Page/Index/4432,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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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소개
이후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는 2011 년 1 월 2 일에 개척 첫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2 월
27 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3 월 23 일 17 개의 목장 교회를 시작하였다.209) 목장
교회를 개척 1 년 6 개월 만에 700 여 성도로 성장하면서 ‘3000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고, 300 개의
목장 공동체가 세워지고, 30 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자’는 3.3.3 비전을 세우고 목장 목회에
집중했다. 특히 교육목장, 젊은이 목장, 장년 목장을 세워 다음세대인 미취학아동,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장년의 신앙 성숙를 이루어가는 교육 목회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각
목장모임에서는 주일설교를 나누고 적용함으로서 전교우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되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2) 목회 철학

The Life 지구촌교회의 김인환은 그의 목회철학을 “마태복음 9:35~10:1 의 본문이 내 사역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는 목자의 마음을 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210) 한편 김인환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목장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역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The Life 지구촌교회에서는 목장사역(Cell Ministry)이야말로 성서적 요구이며 사회 문화적
요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목장사역이야 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길이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장 교회의 장착과 확장은 이
시대를 향한 지상명령의 가장 효과적 성취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장
사역의 열매는 변화된 인격들과 목장교회의 재생산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장 사역에의 헌신이야 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요 사역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장 사역에 헌신할 때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211)

3) 교회 비전

The Life 지구촌교회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 헌신된 공동체인 The Life 지구촌 교회 지체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3.3.3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다.212) 3.3.3 비전은 3000 제자 공동체, 300 목장 공동체, 30 교회

209)

http://www.thelifechurch.kr/Page/Index/37,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210)

지재일, “내 사역 철학은 목자 마음 품는 것,” 「크리스천투데이」, 2005 년 12 월 15 일.

211)

http://www.thelifechurch.kr/Page/Index/4432,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212)

http://www.thelifechurch.kr/Page/Index/37,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66

분립개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0 제자 공동체는 2030 년까지 3000 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각 자의 삶의 터전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다. 300 목장 공동체는 2030 년까지 300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30
교회분립개척은 2030 년까지 지구공동체를 이루어 제자 삼는 사역이 다음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분립하는 것을 말한다.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이 비전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목장 교회 중심의 교회 조직을 세우고 주일설교를 목장 모임 안에서의 나눔으로서 양육과
치유를 통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4)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 활용의 예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이동원의 수지 지구촌 교회의 셀 교회 모델을 계승한 목장 모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The Life 지구촌 교회의 목장교회는 특성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역 중심으로 한
목장교회, 연령 중심의 목장교회, 특수한 사역 중심의 목장 교회, 복합적인 목장 교회가 있다.
목장교회의 특성은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의 내향적 특성과 만인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외향적
특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일설교를 목장 모임 안에서 나눔으로서 코이노니아와 전도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213) 목장교회는 7~12 명 내외로 구성된다. 안재은은 소그룹의 적정 인원은
3~12 명 내외라고 말했는데,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적정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장교회에는 목자, 예비목자, 목장원으로 구원되는데, 목자는 목장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로
목장교회의 모임과 목양의 책임자이다. 예비목자는 목자 후보생으로 목장교회 내에서 주로 새교우를
돕는 후원자 역할을 한다. 목장원은 목장 교회 내에서 각 부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주중 교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목장모임 나눔지’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재혁의 수지
지구촌교회와 같은 구조로 되어으나 다만 The Life 지구촌교회는 그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일주보에 목장원이 담임목사의 설교를 메모하도록 하여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나누도록 한다. 목장
모임 나눔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13)

[온라인 자료] http://www.newgmc.org/cell_adult/cell02.asp, 2018 년 4 월 6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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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he Life 지구촌교회 목장 모임 나눔지 구조
목

목장원의 환영/아이스브레이크로 목장원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다.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의 시간/복음성가, 찬송가 부르기

교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지난 설교의 적용, 지난 주 QT 도 가능)
주일설교의 요약과 질문 그리고 나눔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중보기도의 시간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각 목장들의 소식을 공유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록함

목장 나눔지에는 주일설교가 요약되어 있고 주일설교의 이해를 묻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목장원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주일설교를 나누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The Life 지구촌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공유할 뿐 아니라 교회 주요 행사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된다. 주일설교를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난다.214) 이 시간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가르침이 목장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와 목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게 한다. 특별히
주일예배 말씀을 통하여 삶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일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고 있다.215)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목자의 역할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목장원들이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216) 이와 같이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주일설교를 목장 양육 교재
및 나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을 실행하고 있다. 2018 년 3 월 25 일 목장목임을
위한 교회 주보는 다음과 같다.217)

214)

오상아, “〔김인환 목사 설교〕성령이 충만한 인생,”「크리스천투데이」, 2013 년 7 월 1 일.

215)

김문석,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는 이렇게 세워갑니다,” 「목회와신학」, 2012 년 5 월, 79.

216)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35.

217)

[온라인 자료] http://www.newgmc.org/mboard/mboard.asp?board_id=community01&group_name=church, 2018 년 4 월
6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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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he Life 지구촌교회 주보

5) 목자 훈련과 정규 모임

The Life 지구촌교회는 주일 설교를 목장 모임 나눔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목장의 리더인 목자가
주일설교를 목장원의 삶에 적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돕거나 섬긴다. 그러므로 목자는 주일설교의
내용과 적용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The Life 지구촌 교회는 목장
리더인 목자를 건강하게 훈련하는 양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로, 기본 훈련 과정으로서는
‘새생명’, ‘새가족’, ‘목장교회 생활’으로서 목자들은 모두 이수해야 한다. 둘째로, 제직과정인데
‘새공동체’, ‘중보기도’ 과정이 있다. 셋째로, 예비 목자 과정으로서 ‘목자의 삶’,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 ‘목장교회 사역’ 등이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목자로 임명되기까지 교역자를 통해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일설교를 목장 모임의 나눔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규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9 시 30 분이다.218) 이 때 목자들은 담임목사를 통하여 주일설교와 나눔과 적용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목장 교회가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는
비전의 구체화를 이루게 된다.

218)

[온라인 자료] http://www.thelifechurch.kr/Board/Index/68, 2018 년 12 월 20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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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역의 결과

The Life 지구촌교회는 현재 40 명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BSU, C 채널, GMN 동역,
굿네이버스, 샘물호스피스, 수지노인복지회관, 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노인복지센터,
용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서북부장애인복지관, 월드비전, 지구촌보호작업장, 침례신학대학교,
컴패션아동후원, 푸른나무선교회, 해외선교회, 흥덕고등학교, 흥덕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으며,219) 교세는 700 여명의 성도로 성장했다. 이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서 담임목사의 비전이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회는
지역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이다. The Life 지구촌 교회는
목장 모임의 성숙를 통하여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4.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사례를 통해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할 때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1) 교회 소개
경기도 용인 보라동에 위치한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연구자가 2016 년 7 월 31 일 경기도
용인보라동에 위치한 연구자의 사택에서 개척하여 지금까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이다.

보라동은

신갈동과 연결된 지역으로 이 지역은 전통적인 도시에서 첨단도시로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세대의 다양성이 있는 지역이다.220)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이 지역에서 2016 년
7 월 31 일에 시작하여 2016 년 8 월부터 칼빈대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린 후 2016 년 10 월 1 일
설립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희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희망을노래하는교회’라고 이름하였다. 마태복음 4:23 절에 기록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 감으로서, 용인시의 성시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고
219)

The Life 지구촌 교회, “2018 년 3 월 25 일자 주보” [온라인 자료]
http://www.thelifechurch.kr/Board/Detail/68/3660?page=2, 2108 년 12 월 20 일 접속.
220)

이광수, “소그룹 목회에 관한 연구: 신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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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사랑방, 50 명 선교사 후원, 5 개 교회 국내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이다. 주일설교와
소그룹 사랑방의 말씀 나눔과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연결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구체화를 이루고자 전진하고 있다. 2018 년 3 월 25 일 현재 재적 478 명 중 평균 300 여명 이상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221)

2) 목회 철학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목회철학은 한 마디로 “희망”이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희망을노래하는교회”라고 이름하였다. 이 목회철학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3) 교회 비전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마 28:20)고
명령하셨다. 지상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기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곧 하늘의 도리를
전하는 일이 목사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모든 신자들이 이 규범을 따라서 이
기능을 행하도록 지정받은 교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들의 치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222)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의 사명이자 비전으로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로,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221)
222)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주보에 재적을 공시하고 있는바, 2018 년 3 월 25 일자 주보에 기록된 숫자이다.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원광연 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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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라고 하심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또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행 11:20)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조용기도 복음전도는 교회사역의 핵심이며, 교회에
참된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핏줄과 같다고 말했다.223)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사명을 품고 있으며 50 명의 선교사 파송과 5 개의 교회 개척을 비전을 가지고 있다. 셋째,
“치유하는 사역을 이어 가는 것”로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치유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음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마 14:14) 교회 안에서 영혼이
치유되어야 하고 삶이 치유되어야 하고 가정이 치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요힐링축복기도회와
치유상담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통한 내적치유를 이루고자 한다. 특히 사랑방 나눔을 통하여 내적
치유와 가정의 회복을 추구한다.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닮.예.감을 강조하는데 첫째, “예배중심이
되라”. 둘째, “예수님을 닮아가라”. 셋째, “예수님을 자랑하라”. 넷째, “항상 감사하라”. 가 그것이다.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위와 같은 목회철학과 비전으로 소그룹 사랑방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광수는 경기도 용인 신갈장로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지역의 성도들이 교제 중심의 소그룹
모임보다는 말씀 중심의 소그룹 모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224) 또한 교인의 61%가
여전히 담임목사의 설교가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225) 즉, 담임목사의 설교와 말씀 중심의 소그룹 모임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소그룹 제자훈련의 대가 옥한흠도 사랑의교회에 새신자가 정착한 가장 큰 동인은

223)

조용기, 「희망목회 45 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159.

224)

이광수, “소그룹 목회에 관한 연구: 신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135.

225)

Ibid.,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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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설교(37%)와 체계적인 소그룹 제자훈련(34%)이라고 말한다.226) 이동원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통하여 사랑방 모임이
역동성이 살아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한다고 말했다.227) 즉, 새신자가 정착하고, 교회가 성장하며,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설교와 소그룹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교회 성장의 주된 요소인 주일 설교와 소그룹을
접목시켜 주일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안재은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성도의 영적
양육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소그룹 활동의 내용은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228)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만든 사랑방 교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주일예배와 말씀이 사랑방과 개인의 삶에 나누어지고 적용되도록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그 나눔을 통하여 간증이 있는 삶이 되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있다.

4)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의 예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을 통해서 주일설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게 함으로서 성도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목회 철학과 비전을 온
교우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하여 진재혁은 이렇게 말한다:

교삶의 나눔시간이 되면 목자는 목장원들에게 지난 주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확인한다.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경험한 에피스드를 한두 명 정도
간단히 나누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장교회에서 삶의 나눔이 고민을 푸념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에서 방향을 찾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삶의 나눔
후에는 본론으로 들어간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를 각자 결심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자의 역할은
성경교사나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목자는 단지 목장원이 삶속에서 말씀과 부딪힌
내용들을 서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이안에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229
226)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92.

227)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18.

228)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서울: 그리심, 2010), 126.

229

Ibi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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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일 말씀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적용하는 사역을 통하여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개척
초기 120 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478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230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부르며 리더를 목자라고 호칭한다.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사랑방이 곧 작은 교회라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자율적 모임이 되게 한다. 성도는 한 개의 사랑방 모임에
편성되며 지역 중심이 아니라 나이, 연령, 취향, 취미, 관계 중심으로 사랑방에 편성된다. 사랑방
모임은 보통 5-12 명 내외로 구성된다. 사랑방 모임은 보통 주중 교인의 집이나 교회 혹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랑방나눔지 중심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사랑방나눔지’는 마음열기, 온맘찬양,
말씀나눔, 생각하기, 기도하기, 공동체소식으로 구성된다. 그 순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2>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사랑방 나눔지 구조
마음 열기

사랑방 모임 시작 간단한 인사 및 마음을 여는 이야기 나누기

온맘 찬양

찬송가 및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말씀 나눔

지난 주일 설교 요약 및 적용과 생각 나누기

생각 하기

지난 주일 설교 중 중요한 예화를 통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기

기도 하기

사랑방과 교회의 주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공동체 소식

교회 소식과 사랑방 소식 나누기 및 결단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말씀 나눔’인데 이 때 목장 리더는 지난 주
담임목사의 설교를 잘 요약해서 전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 시 30 분에 사랑방목자 모임을 갖고 담임목사에게
교육받으며 동시에 충분한 대화를 한다. 이를 통하여 사랑방 목원들이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코이노니아와 돌봄을 받도록 한다. 특별히 설교의 적용을 통하여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 일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방 모임이 끝나면 목자는 사랑방 보고서를 통해 사랑방 모임에 대한
230

2018 년 3 월 25 일자 주보에 게재된 재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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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제안사항, 출결석 확인, 새가족 상황을 보고한다. 이와 같이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주일설교를 사랑방 양육 교재로 활용함을 통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2018 년 3 월 23 일 목장 나눔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희망을노래하는교회 목장 나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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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랑방 목자 훈련과 모임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사랑방 모임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사랑방 모임
시간에 사랑방 모임의 리더인 목자는 사랑방나눔지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설교가 목원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섬긴다. 목자는 담임목사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적용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동시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사랑방
리더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철저한 훈련과정을 요구한다. 필수과정으로서는 제자훈련이다. 옥한음이
쓴 제자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제자훈련 1 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이수한 예비 목자는
전도폭발 훈련 1 단계를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한다.
1 월과 8 월에 사랑방 목자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모든 목자는 특별목자세미나에 참석하여 목자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9 년에는 옥한흠의 사역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든 목자들이
사역훈련까지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6) 사역의 결과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대형교도 아니고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이다. 2016 년 교회 개척 당시 120 명의 성도에서 2018 년 3 월 25 일
기준 재적교인 478 명 중 300 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담임목사의 설교를 사랑방
교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교인의 100%가 인식하고 있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했을 때 교인의 82%(매우 유익 82%, 약간유익 16%, 보통 2%)가 만족하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유익한가에 대하여
82%(매우유익 82%, 약간유익 16%, 보통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일 설교를 소그룹 모임에서
다시 나눌 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질문에서는 주일예배참석, 소그룹참석, 봉사참석,
교회행사, 전도의지 모든 부문에서 향상이 일어났다. 양육 교재로 사용했을 때 사랑방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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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교인의 64%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했을 때, 설교를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했다231)
이처럼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했을 때 성도의 신앙 성숙과 예배의 참여, 전도의 참여,
봉사의 참여가 향상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물론 교회의 성장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사역이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인 것은 4 장 설문조사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 소결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지역 사회가 변하게 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임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씀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역동성은 바로 설교를 삶에 적용하여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것이다.232) 설교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행 2:47).
연구자는 본 장에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부흥성장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기초로

231) 본 내용은 4 장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232) 홍경분, “상담설교를 통한 교회성장”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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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도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핵심 사역을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불과 개척한지 1 년 6 개월 동안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획기적인 숫적 성장을 이루었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숫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을 이루었다. 그러자 교회 성장이 뒤 따라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성장케 하는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제 4 장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절차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의 목적은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소그룹 참가자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척하여 지금까지의 희망을노래하는교회에서 시행된 소그룹 사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그
보완한 결과를 앞으로서의 목회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운영방안을 만들려는 것이 본
설문의 방향이다.

2) 참가자
본 설문에는 총 50 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며, 연령은 21 세 이상 기혼 장년이며,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평신도들이다.

3) 설문 절차 및 방법
설문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15 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거친 설문동의서를 이메일로 참가자에서 보냈고,
직접적으로 만나 참가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볼펜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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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의 구성 및 내용
설문은 총 31 개의 질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주요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부 질문을 덧붙였기
때문에, 설문지의 질문 번호는 27 번으로 마무리된다. 질문의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형과 해당사항
모두를 복수로 선택하는 복수기재형과 필요 시에 자기의 생각을 기입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특징적 주일설교의 소그룹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설문’이고, 개인적인 질문은
1~4 번, 출석하는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질문은 5~9 번,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의 주일설교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 대한 질문 10~19 번,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사용을 통한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에 대한 질문 20~27 번,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의 활성화와 교회 사역에
대한 질문 28~31 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질문과 출석하는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 사용했을 때의 개선점과 소그룹 양육 교재와
리더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설문 결과(빈도 결과)

연구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모든 자료를 표로 나타내었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원형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 퍼센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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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0%
남, 26%

여, 74%

1 번 문항은 설문 참가자의 성별에 대한 것으로, 참가자의 26%는 남자, 74%는 여자이다. 본 교회
재적 교인 자료 상으로 30 세 이상의 기혼 장년 중 235 명 중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가
71 명(30.02%) 여자가 164 명(69.78%)인 것을 볼 때, 전체 교인의 성비와 설문 참가자의 성비가 5%
내외의 차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문 응답자의 성비가 전체 교인의 성비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림 5> 나이

51-60세
26%

61-70세 21-30세
4%
2%

41-50세
44%

31-40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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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 문항은 설문 참가자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참가자의 연령 비율은 21~30 대 2%, 31~40 대
24%, 41~50 대 44%, 51~60 대 26%, 61~70 대 4%이며, 본 교회 20 세 이상 기혼 교인의 연령
분포는 전체 235 명 중 21~30 대 14 명(5.9%), 31~40 대 72 명(31.1%), 41~50 대 92 명(39.1%),
51~60 대 44 명(18.7%), 61~70 대 13 명(0.5%)이다. 이 결과로 보아 41~50 대의 교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설문 조사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3%의 오차를 보이는
51~60 대를 제외하고는 각 연령대별로 5%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당신이(다른 교회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얼마 입니까?
10년 이하,
20%
31년 이상,
44%
11-20년,
12%

21-30년,
24%

3 번 문항은 참가자의 신앙생활 기간에 대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자들의 80%가 10 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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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분립이전 포함)에서의 신앙생활 기간은 얼마 입니까?

1년 이하, 34%

4년 이상, 38%

2년, 10%
3년, 18%

4 번 문항은 참가자의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출석 기간에 대한 것이다. 출석 기간은 연구자가
사역했던 이전 교회의 기간을 포함했다. 그러므로 설문에 참여한 자들은 연구자를 알고 있는
기간이다. 설문에 참여한 자들의 66%가 2 년 이상 연구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희망을노래하는교회가 설립 된지 1 년 6 개월이 지났으므로 설문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이 본
교회에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 활용한 것을 경험해 본 성도들이다.

<그림 8> 당신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4분기
3분기
0%
0%

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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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문항은 소그룹에 참여 여부에 관한 것이다. 소그룹에 참여 하고 있는 설문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으므로 100% 참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당신이 소그룹에 참석한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4년이상, 14%

3년, 16%

1년, 56%
2년, 14%

6 번 문항은 소그룹에 참석한 기간에 대한 질문이다. 소그룹의 참여 기간이 <표 6> 4 번 문항에
따르면 희망을노래하는교회에서 신앙생활 기간이 1 년 이하의 그룹이 34%였다. 그러나 소그룹에
참여 한지 1 년이 된 그룹의 비율은 56%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전 교회에 비하여 희망을
노래하는교회에서 소그룹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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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 때 나누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 0%

담임목사의
주일설교,
100%

7 번 문항은 소그룹에 참여 하는 설문자가 소그룹 교재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교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전원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 당신이 속한 소그룹 양육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약간 만족, 16%

기타, ,2%
0%

매우 만족, 82%

8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설문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자의 98%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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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당신이 속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약간 만족,
12%

보통, 6%

, 0%

매우 만족,
82%

9 번 문항은 소그룹 양육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소그룹 모임 자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자 94%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그룹 모임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의 만족도와 5%의 오차 범위로 상관성을 보여준다.

<그림 13> 현재 참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주일설교

기도회

찬양

중심교회, 2%

중심교회, 4%

중심교회,
30%

예배중심
전통교회,
64%

10 번 문항은 설문자들이 희망을노래하는교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설문자
64%는 예배중심 전통교회라고 답했다. 그리고 설문자 30%는 주일설교중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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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현재 참석하고 있는 소그룹은 어떤 유형의 소그룹입니까?

친교 중심, 16%
기도회 중심,
2%

예배중심 , 20%

주일설교
나눔중심, 62%

11 번 문항은 설문자가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을 어떤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62% 주일설교 나눔 중심이라고 답했다. 7 번 문항에서 설문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의 교재가 주일설교임을 100%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62%만이 소그룹에서 주일설교 나눔
중심이라고 답했다. 이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예배 중심(20%), 친교중심(16%)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5> 현재 참석하고 있는 소그룹이 어떤 유형의 소그룹이 되기 원합니까?

친교 중심,
20%

전도 중심, 2%

예배 중심 ,
22%

기도회 중심,
8%

주일설교
나눔 중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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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번 문항은 소그룹 모임이 어떤 유형이 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내용이다. 설문자들은
소그룹모임이 주일설교 나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영적 활동이 포함된 모임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6>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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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번 문항은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성장 요인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조사이다. 복수의 문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였는데 담임목사의 설교가 교회
성장의 주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반면에 교회 시설과 교통 여건은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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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담임 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유익합니까?
약간 유익,
16%

보통, 2%
, 0%

매우 유익,
82%

14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유익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담임목사의 설교와 소그룹 양육 교재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 위한 질문이다. 82% 매우
유익하다고 답했다.

<그림 18.>담임 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간 만족,
16%

, 0%

매우 만족,
84%

15 번 문항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 개인적인 만족도에 대한 조사이다.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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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당신의 소그룹 참여도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10%

매우 그렇지
않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0%

매우 그렇다,
56%

16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했을 때 소그룹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설문자의 86%가 소그룹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15 번
문항에서 설문자의 84%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답변과
거의 비율적으로 같음을 보여준다.

<그림 20>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분기, 0%
4분기,

시간이
없어서, 42%

무응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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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번 문항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다. 42%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무응답이다.

<그림 21>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6%

, 0%

어느 정도
중요, 36%

매우 중요,
58%

18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소그룹 리더의 비중에 대한 질문이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94%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림 22>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소그룹 리더가 주일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분기, 0%
보통, 2%
어느 정도
그렇다, 28%

매우 그렇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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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번 문항은 소그룹 리더가 주일설교의 내용과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70%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8%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다. 리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3> 당신이 한 주에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의 횟수는 몇 회입니까?
3회 이상,
6%

0회, 6%

2회, 12%

1회, 76%

20 번 문항은 한 주간 소그룹 참여 횟수에 대한 질문이다. 희망을노래하는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그룹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참여 할 수 있는데,
76%가 1 회 참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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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다시 나눌 때
당신의 교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00
86

90
80
68

70
60
50

54
46

64

58

42

40

36

32

30
20

14

10
0
주일참석향상

소그룹참석향상

봉사참여향상
예

교회행사참여향상

전도의지향상

아니오

20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주일예배참석과 소그룹참석 향상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봉사참여, 교회행사참여, 전도의지향상에는 어느 정도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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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다시 반복한 후
설교를 삶에 어느 정도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보통, ,2%
0%
어느 정도
적용, 34%

적극적으로
적용, 64%

22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그 내용을 자기 삶의 변화와 인격적
성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96%가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림 26> 당신이 경험해 볼 때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그렇다,
18%

보통, 4% , 0%

매우 그렇다,
78%

23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7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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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새신자나 새로운 교우가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들의
교회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4%
4분기, 0%
약간 그렇다,
22%

매우 그렇다,
74%

24 번 문항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새가족의 교회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7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림 28> 소그룹 회원들의 교회 봉사 및 헌신도는 어떠합니까?

보통, 14%

약간 좋다,
22%

4분기, 0%

매우 좋다,
64%

25 번 문항은 소그룹 회원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헌신도에 대한 질문이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소그룹 모임의 분위기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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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소그룹 회원들의 전도 활동은 어떠합니까?
좋지 않다, 8%

보통이다,
38%

매우 좋다,
24%

약간 좋다,
30%

26 번 문항은 소그룹 모임을 전도를 위한 모임으로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54%가
그렇다고 답했고 46%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표현했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소그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임 장소, 4%
기도, 8%

소그룹내의
친교, 52%

리더의 자질,
36%

97

27 번 문항은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 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한 것이다. 52% 소그룹 내의 친교라도 답했다. 이는 교회의 역사가
짧은 것에 비하여 새가족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3. 설문 결과에 의한 분석

1) 긍정적 요소
본 설문조사는 2016 년 7 월부터 현재까지 1 년 6 개월 간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의 효율성 및 한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우선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중 100%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특별히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82%가(<표 10>)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82%가 소그룹 모임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표 11>)고 답하였다. 또한 82%가(<표 16>)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교회성장에 매우 유익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에서 84%가(<표 17>)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4%가(<표 26>)가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새 가족의 정착과 교회 성장에 효과적인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교인들이 받은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로, 소그룹 모임의 참여도가
향상되었으며(<표 18>), 둘째로, 주일설교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233)가
향상되었으며(<표 24>), 셋째로, 봉사의 헌신도가 향상된 것(<표 27>)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마태복음 28 장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인 바, 주일설교가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본 설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결론이다. 또한 주일설교를

233)

본 논문 2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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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주었다는 것 또한 본 설문을 통해 드러난 결론이라 하겠다.

2) 개선 방향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 결과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기존 방법의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
대한 이해로 건강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인들이 소그룹 모임의 참여도가 높은
것과는 상관 없이, 나눔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활동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교인들이 소그룹 모임이 주일설교 나눔 중심의 모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가 (<표 13>) 예배 중심, 친교 중심, 기도회 중심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그룹의 모임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무엇보다 소그룹 리더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234) 또한 매주 모이는 목자 모임을 통하여 주일설교에 대한 이해와
강조점이 리더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소그룹 리더와 담임목사의 소통을 통한 목회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의 부정적 영향은 ‘획일화’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사역이 교인들의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관심과 은사를
소유한 교인들이 있음에도 획일화된 소그룹 모임과 획일화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그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도록 장을 열어주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234)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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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로 사용하되 은사, 관심사, 사역내용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세움으로써 교인들이
은사가 획일화 속에 사용되지 못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소결론
본 설문의 분석 결과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성장을 이루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 장에 결론으로서
현재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 소그룹 나눔 사역을 소개하고, 새롭게
보완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5 장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를 활용하는 운영 방안

본 장의 내용은 연구자가 2016 년 7 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소그룹 나눔 사역’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2 장과 3 장에서 살펴본 성경적, 신학적 내용들과 설교
나눔 목장 목회의 지구촌교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의 부산수영로교회에 대한 자료들
중에 특정 부분을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 활용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의 주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장의 연구를 통해 개척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왔던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양육운영방안을 재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된
양육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 양육운영방안은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소그룹 양육 교재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모델이다. 둘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려는
개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모델을 제시한다. 특별히 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목자 양육
시스템’과 ‘목자해피데이’ 그리고 ‘나눔과 선교를 위한 분기별 실천 방안’은 희망을노래하는교회의
소그룹 양육 교재 사역을 소개한 3 장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보충하여 새롭게 보완된 것이다.

1. 목자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

1) 개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을 이루고자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은 공동체인 소그룹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리더들을 세우는 모습을 예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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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라고 증언하고 있다.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선출하였다. 소그룹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통하여 나눔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철저한 훈련과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 잘 훈련된
리더는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운다.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는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성장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예비 리더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그룹 예비 리더를 위한 제자 훈련을 이수한 자만 리더가 될 수 있다.

2) 명칭과 목표
본 예비 목자 제자훈련 과정의 명칭은 ‘목자양육 제자훈련’이다. 첫째로, ‘목자양육’이란 이
제자훈련과정의 목적이 사랑방(소그룹) 모임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제자훈련’이란 옥한흠의 제자훈련을 말한다. 옥한흠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32 주의
과정으로 약 90 절의 성경 암송, 성경 일독, QT 훈련, 간증문 작성, 제자훈련교재의 예습 과정 등을
요구한다. 32 주간의 제자훈련 기간에는 10 권의 신앙 및 신학 서적의 독후감 제출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랑방 목자로서 충분하지 않다. 한국 교회는 이단 및 사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단예방 세미나가 필요하다. 또한 제자훈련을 이수했다고 해서 바로 사랑방 목자로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방 모임 인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 안에는 담임목사의 설교의 이해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기 위한 실습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자훈련 32 주간의 훈련에 더하여 이단예방 세미나
3 주, 사랑방 인도법 세미나 5 주, 사랑방 목자 실습 2 주를 포함하여 총 42 주간의 목자 양육
제자훈련이 이루어진다. 이 사역은 마태복음 28 장에 나오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사랑방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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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자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 42 주 과정235)

<표 3> 제자훈련 42 주 과정

주

제

주

소제목

암송 성구

독후감 도서

1

나의 신앙고백 간증

롬 10:9-10
마 16:16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정기영
저)236)

2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

경건의 시간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이단예방
세미나

4:16
3:22-23
1:1-2
119:105

롬 1:16
딤후 3:16

4

살았고 운동력있는 말씀

5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6

기도의 응답

(1)
(2)
(3)

한국 교회의 이단들
신천지의 정체
이단 대처 및 반증 교리 교육
벧후 1:21
성경의 권위
수 1:8
롬 13:36(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렘 31:3(하)
예수 그리스도는
히 4:15
누구신가
요 14:6
요 1:1
삼위일체 하나님
고전 13:13
롬 5:12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히 9:27
롬 5:8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갈 3:13
롬 4:25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갈 2:20

7
8
9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히
애
시
시

10
11
12
13

빌
마
요
마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김장환
저)237)

4:6-7
6:6
15:7
7:11

하나님의 대사 1
(김하중 저)238)

하나님의 대사 2
(김하중 저)

바라봄의 법칙
(주대준 저)239)

235)

옥한흠, 「제자훈련 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135.

236)

정기영,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용인: 킹덤북스 2015).

237)

김장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서울: 나침반 2012).

238)

김하중, 「하나님의 대사 1」(서울: 두란노, 2011).

239)

주대준, 「바라봄의 법칙」(서울: 두란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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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속대로 오신 성령

15

거듭난 사람

16

믿음이란 무엇인가

17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18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19

그리스도인의 성화

20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작은 예수가
되라

왜 예수인가?
(조정민 저)240)

만화 요한계시록
(백금산 저)241)

(5)

소그룹 인도법 세미나 1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빌 도나휴)242)
소그룹 인도법 세미나 2 (소그룹 인도법, 닐 F. 맥브라이드)243)

(6)

소그룹 인도법 세미나 3 (지구촌 교회의 목장 이야기, 이동원)244)

(7)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설교 나누기

(8)

교회의 비전과 설교 나누기

21

순종의 생활

마 7:24
요 14:21

22

봉사의 의무

빌 2:3-4
벧전 4:11(상)

23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 28:19-20
마 5:16

24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눅 6:45
잠 15:23

25

영적 성장과 성숙

엡 4:13
빌 3:12

26

순결한 생활

고전 16:19-20
딤후 2:22

(4)
사랑방
인도법
세미나

행 2:38
고전 12:13
딛 3:5
살전 1:3-4
엡 2:8-9
롬 4:18
롬 3:21-22
롬 8:32
롬 8:26
갈 5:22-23
고후 7:1
요일 3:3
계 22:7
살전 4:16-17

240)

조정민, 「왜 예수인가?」(서울: 두란노 2014).

241)

백금산, 「만화 요한계시록 1,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242)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43)

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서울: 네이게이토, 1997).

244)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 교회의 목장 이야기」(서울: 요단, 2013).

245)

백금산, 「만화 성경론」(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246)

김병태,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서울: 도서출판 브니엘, 2011).

만화 성경론
(백금산 저)245)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김병태 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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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실습

27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엡 6:1-3
신 6:6-7

28

신앙 인격의 연단

시 119:71
롬 8:28

29

그리스도의 주재권

롬 14:7-8
계 3:20

30

청지기 직

엡 5:15-16
딤전 6:17

31

영적 전투

벧전 5:8
엡 6:10-11

32

새 계명: 사랑하라

요 13:34-35
요일 3:18

(9)

사랑방 인도 실습 및 평가 1

(10)

사랑방 인도 실습 및 평가 2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 (김병태
저)247)

4) 세부 교육 내용
목자 양육을 위한 제자훈련은 첫째로, 32 주간이 제자훈련 과정으로 주로 옥한흠의 제자훈련 32 주
훈련을 기본 과정으로 둔다. 둘째로, 사랑방 목자(소그룹 리더)가 담임목사의 설교를 이해하고
사랑방 안에서 전달하기 위한 소그룹 인도법을 익히는 것으로 5 주간의 세미나를 포함한다. 이 때
사랑방 목자는 담임목사의 설교 철학과 어떤 내용을 주로 강조하고 어떻게 설교의 내용을 소그룹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특별히 소그룹 전문 서적을 함께 읽고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랑방 목자가로서 필요한 부분을 습득하게
한다. 셋째로, 사랑방 리더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나 이단에 대한 목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이단 예배 세미나로 3 주간의 교육이 포함된다. 이 때 현대종교나 국내외 이단 전문 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상황에 맞게 교육한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교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목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로, 사랑방 모임 실습니다.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제자훈련을 마친 자들에게 실재로

247)

김병태 「교회는 섬기는 행복한 장로」(서울: 도서출판 브니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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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 사랑방에 들어가 리더로서 사랑방을 인도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하여
예비 목자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2. 목자 해피 데이
소그룹 리더들도 소진되고 탈진할 때가 있다. 또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따라서 목자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목자 모임을 제공한다. 이 때 목자들은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얻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자
해피 데이’를 다음과 같이 운영해야 한다. 목자 해피 데이에는 ‘금요 목자 모임의 날’, ‘행복한
생일파티’, ‘행복한 목자 수련회’, ‘행복한 목자 MT’, ‘행복한 목자의 휴가’, ‘신임목자 임명식 및
축하행사’ 등이 있다.

1) 매주 금요 목자 모임의 날
목자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사랑방 인도에 대한 예비 교육 및 공지 사항을 전달받는다.
이 때 담임목사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교육받는다. 금요 목자 모임의 날의 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금요 목자 모임의 날 인도 순서
순서

내용

1.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기 (10 분)

전 목자들이 함께 찬양한다.

2. 통성 기도(5 분)

사랑방, 목원, 교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항
기도한다.

3. 설교 본문 이해하기(25 분)

설교의 핵심, 적용점,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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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누기(15 분)

설교의 핵심을 본문과 연계하여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고 나눈다. 이 때 2 인 1 조가 되게 한다.

5. 공지 사항 나누기

1. 교회의 소식 및 기도제목
2. 목자 생일 파티
3. 특별 공지 사항 전달

6.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마무리 기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후 담임목사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2) 목자 해피 데이

<표 5> 목자 해피 데이 일정표
내용

일시

1. 행복한 목자 생일 파티

매월 첫 번째 금요일

2. 행복한 목자 수련회

전반기: 1 월 말 경
하반기: 7 월 말 경

3. 행복한 목자 M.T

새봄 MT 4 월 중순
가을 MT 10 월 중순

4. 행복한 목자의 휴가

여름 휴식 : 7 월
겨울 휴식 : 1 월

5. 신임 목자 임명식 및 축하 행사

2 월 첫번째 주 토요일
8 월 첫번째 주 토요일

3.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

1) 개요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신앙 성숙에 매우 유익하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편지를 회람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였다. 경건주의 시대에는
담임목사의 설교와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신앙이 성숙하는데 힘을 다했다.
오늘날에도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설교가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서점에서 소그룹 양육 교재를 구입하여 소그룹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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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으나 교회의 상황과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힘들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소그룹 양육 교재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갖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 이를 위하여 설교 요약, 설교를
양육 교재로 만들 때의 원칙, 나눔을 위한 질문 선정, 기도 제목들, 결단 촉구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본문과 본문 이해를 위한 다양한 번역본 제공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본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설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의 다양한 번역본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개역개정판 성경,
새번역, NIV 에 나온 본문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본문의 이해를 돕는다.

3) 설교의 요약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일설교를 요약하여 제공해주어야 한다.
요약하는 방법은 설교자가 직접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요약은 가능한 설교 작성시 구분해 놓았던 대지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형식으로 한다. 대지를 구성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명시한다. 그런 후 각
대지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준다.

4) 나눔을 위한 질문 만들기
요약된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자는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할 적용 점을 질문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목자들은 나눔 질문지를 통해서 목원들이 서로 속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 결단, 회개, 깨달음 등의 생각을 나누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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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 제목 주기
나눔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고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진동하면서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었다(행 4:31). 그러므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자는 기도 제목을 놓고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인도를 해야 한다. 기도 제목은
2-3 개 정도로 제공해준다.

6) 공동체 소식 나눔
소그룹은 교회 전체 중에 한 부분이고 동시에 중요한 구성원이다.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소그룹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방은 교회 전체의 소식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공동체 소식 나눔도 제공한다.

7)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깨닫고 기도했다면 그것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머리
속에만 있는 결단은 진실한 결단이 아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소금과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 활용의 예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 실제적인 사용 실례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사용 실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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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희망을노래하는교회 소그룹 양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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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눔과 선교를 위한 실천 방안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은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실천되어야 한다. 4 장
설문 조사를 통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사랑방 모임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데는 미흡함을 보였다.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 모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했을 때 선호도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이어지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에 나눔과 선교를 위한 분기별 실천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양육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랑방 마태 파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다. 마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자신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난하였다.
그 때 주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2-13)고 하셨다. 마태
파티는 의인을 부르는 파티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파티였다. 소그룹은 일년에 1 회 마태 파티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씀을 나눈다. 이 마태 파티를 통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역 사회의 전도를 이룰 수 있다. 사랑방 마태 파티는 사랑방 전도 축제로 큰 부흥을
이룬 부산수영로교회의 사역을 모델로 삼아 보완한 것이다.248) 수영로교회 사랑방전도축제는 “작정
→ 기도 → 섬김 → 초청” 구조로 되어 있다.249)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

248)

김병국, “수영로교회 ‘사랑방’ 뜨겁다,” 「기독신문」, 2010 년 11 월 12 일.

249)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2014 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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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적용이다. 그러므로 사랑방은 말씀의 적용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1) 작정
전도의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이다. 사랑방 목자는 사랑방 목원들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한 후 전도의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이끈다. 사랑방 마태 파티가 있는 기간에는 교회 주보,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시간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광고를 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방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되면 “마태 손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방을 매주 사랑방 나눔시간에 기도한다.

(2) 기도
“마태 손님”이 작정되면 그 명단을 교회에 제출하고 교회는 그 명단을 정리하여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시간에 공지하고 전 교우가 기도한다. 특별히 사랑방 목자는 이 명단을 사랑방
안에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한다.

(3) 섬김
“마태 손님”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으면 이제 그들이 사랑방 모임이 올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한다. 마태 손님이 환자이면 병문안을 간다. 마태 손님에게 장례가 있다면 장례식에 참여하여
위로하여 준다. 마태 손님에게 결혼식이 있다면 축하해준다. 마태 손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만약 마태 손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면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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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
마태 손님을 사랑방 마태 파티에 초대한다. 이 때 초대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방 목원 중에 한
교인의 집으로 초대한다. 초대할 때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한다.
초대된 분이 서로 모이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열도록 한다. 그런 후
주일설교를 위한 소그룹 양육 나눔지를 나누어 주고 함께 생각을 나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초대한다.

2) 사랑방 Acts 29.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에 사랑방 구성원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랑방 Acts29’ 행사를 연다. 사랑방 Acts 29 는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사랑방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행사이다. 각 사랑방 모임은
자신들이 기도로 후원해야 할 선교사를 배정받는다. 사랑방은 매 모임 때마다 자기 사랑방이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때 교회는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도 편지, 영상 편지를 사랑방에 보여주고 선교의 열매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랑방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랑방이 되도록 한다.
특별히 매년 2 월에 있는 단기선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거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주일설교가 선교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에 선교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성숙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다음은 사랑방 별 기도 후원 선교사 명단 구성의 예시이다.

<표 6> 사랑방 Acts 29
사 랑 방

선 교 사

지 역

심미숙 사랑방

이영권 선교사

탄자니아

기여진 사랑방

이낙 선교사

중국

박명숙 사랑방

김상식 선교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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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사랑방

일본선교회

일본

박영미 사랑방

장성권 선교사

네팔

이동인 사랑방

윤석원 선교사

태국

이화영 사랑방

기석창 선교사

캄보디아

최지영 사랑방

태일

터키

3)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방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사랑방 모임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모임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랑방 나눔지’에는 이를 위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사랑방 목자는 주일설교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 주변 청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섬김이 봉사,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활용을 이어가고 있다.

4) 사랑방 코이노니아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4 장
설문 조사를 통해서 사랑방 안에서 친교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나타났다. 주일설교의 적용은 서로
섬기는 것이고 사랑방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사랑방이 서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사랑방 소풍의 날, 사랑방 친교의 날을 정해서 사랑방 목원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룰수록 있도록 한다.

5. 소결론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사역의 특징은 첫째, 주일설교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성숙과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주 선포되는 담임목사의 설교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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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양육과 나눔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예시와 그 기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쉽게 적용하기 쉽게 했다.
둘째,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공동체 전체가 잘 알게 되고, 한 마음과 한 비전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도움을
준다. 주일설교를 개인의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서 교인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랑방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설교의 적용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나눌 수 있게 한다.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과 적용을 통하여 영적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준다. 특별히 개인의 변화는 지역 사회의 섬김과
세계 선교의 섬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며 이런 회복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넷째,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에는 소그룹 리더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더가 배출되는 과정을 통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된다.
특별히 옥한흠의 제자훈련 32 주 프로그램과 목자 리더 교육을 위한 10 주간의 추가적이 양육
프로그램은 어느 교회에서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성숙과 교회의
건강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열매를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소그룹 운영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진 사역을 통해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의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회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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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절기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행 6:7)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제 6 장
결론

본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은 연구자가 지금까지 시무했던 교회에서 사역해왔던
것을 총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성장과 말씀 중심의 교회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시행된 소그룹 양육과 교육 방법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 정리가 되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서 교회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 되며, 교육하고 양육하는 목적이 성경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자의 관심이 조금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또한 설교와 양육이 성경과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이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해 오면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새가족 정착
비율이 높아지며 동시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설교가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짐으로써 일어난 결과이다. 물론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새가족 정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만 교회의 부흥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새가족이
정착하며 설교가 개인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교회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설교가
개인의 삶에 적용되고 나누어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소그룹 리더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설문 22 항에서 소그룹 리더가 주일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0%만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소그룹 리더가 주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그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117

118

이와같은 약점 때문에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교재로 활용할 때 표준화된 소그룹 나눔교재를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주일설교 양육 교재는 리더 개인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소그룹 리더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훈련과정과 목자 해피 데이를 통한 담임목사와의 영적관계 그리고 매주 금요 모임을 통한 설교
나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의 개인 역량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설교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하여 보다 더 표준화된 양육 교재와 양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교회의 성장과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양육 교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 방향성이 개인의 적용과 나눔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약점
때문에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면서 그 적용을 ‘나눔과 선교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면서 개인의 실천과 섬김과
선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딤후
3:14)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삶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구체화
하라는 말이다. 초대교회에서의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설교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딤후 3:16) 말씀 중심의
삶을 실현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나 구역 혹은 셀 모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양육 교재로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없고 또 양육 교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그룹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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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근거한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통해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일설교에 대한 관심’과 ‘소그룹 모임에 대한 선호도 향상’이었다. 말씀에 근거한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활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삶의 변화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일설교를 나누고 적용함으로써 소그룹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
중심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남으로 초대교회의 교회성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활용 사역은 하나의 제안이다.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한 사역의 한 실례가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그 결과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어 한국 교회에 건강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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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A

설문지(한글)

I.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 18~20 세 2) 21~30 세 3) 31~40 세 4) 41~50 세
5) 51~60 세 6) 61~70 세 7) 71~80 세
3. 당신이 (다른 교회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4. 당신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분립이전포함)에서의 신앙생활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5. 당신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당신이 소그룹에 참석한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7. 당신에 속한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 때 나누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1) 담임목사의 주일설교
2) 타교회에서 사용하는 양육 교재
3)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양육 교재
4) 기타 양육 교재
8. 당신이 속한 소그룹의 양육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이다 5) 매우 불만족이다
9. 당신이 속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이다 5) 매우 불만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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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의 주일설교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 조사
10.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있는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입니까?
1) 예배 중심 전통교회 2) 주일설교 중심 교회 3) 기도회 중심 교회
4) 찬양 중심 교회 5) 기타
11.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속해 있는 소그룹은 어떤 유형의 소그룹입니까?
1) 예배 중심 소그룹 2) 주일설교 나눔 중심 소그룹 3) 기도회 중심 소그룹
4) 친교 중심 소그룹 5) 전도 중심 소그룹
12. 당신은 지금 속해 있는 소그룹이 어떤 유형의 소그룹이 되기 원하십니까?
1) 예배 중심 소그룹 2) 주일설교 나눔 중심 소그룹 3) 기도회 중심 소그룹
4) 친교 중심 소그룹 5) 전도 중심 소그룹 6) 기타
13. 교회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담임목사의 설교 2) 친교 3) 소그룹 모임 4) 기도회
5) 전도 6) 교회 시설 7) 교통 여건 8) 기타
14.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5. 담임목사의 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사용할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이다 5) 매우 불만족이다
16. 당신의 소그룹 참여도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7.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설교중심 양육 교재가 싫어서 2) 소그룹 리더가 싫어서 3) 시간이 없어서
4) 친교가 싫어서 5) 더 이상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18.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9.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소그룹 리더가 주일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2

1) 매우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III. 주일설교의 소그룹 양육 교재의 사용을 통한 소그룹 활성화와 교회 성장에 대한 조사
20. 당신이 한 주에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의 횟수는 몇 회입니까?
1) 0 회

2) 1 회

3) 2 회

4) 3 회

5) 3 회 이상

21.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다시 나눌 때 당신의 교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주일예배 참석률이 높아 졌다. 2) 소그룹 참석률이 높아 졌다.
3) 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졌다. 4)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졌다.
5) 전도하려는 의지가 높아 졌다. 6) 기타
22.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다시 반복한 후 설교를 삶에 어느 정도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1)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2) 어느 정도 적용하려고 한다 3) 보통이다
4)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5)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23. 당신이 경험해 볼 때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24. 새신자나 새로운 교우가 담임목사의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그들이 교회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25. 소그룹 회원들의 교회의 봉사 및 헌신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좋다 2) 약간 좋다 3) 보통이다 4) 좋지 않다 5) 매우 좋지 않다
26. 소그룹 회원들의 전도 활동은 어떠합니까?
1) 매우 좋다 2) 약간 좋다 3) 보통이다 4) 좋지 않다 5) 매우 좋지 않다
27.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하여 소그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리더의 자질 2) 소그룹내의 친교 3) 기도 4) 재정적 지원 5) 모임 장소
Ⅳ.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의 활성화와 교회 사역에 대한 조사
28. 소그룹 양육 교재로서 주일설교의 활용의 활성화가 교회에 끼진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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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재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성도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용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31. 주일설교를 소그룹 양육 교재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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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부록 B

Busan Sooyoungro Church (부산 수영로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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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부록 C

Global Mission Church (지구촌교회 승인)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교회성장연구소. 「소그룹 리더 학교」.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______. 「여의도순복음교회성장동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권태환. 「사회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김광건. 「기독교 리더십 특강」.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김병태. 「교회는 섬기는 행복한 장로」. 서울: 도서출판 브니엘, 2011.
______.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서울: 도서출판 브니엘, 2011.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김영택. 「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하)」. 서울: 쿰란출판사, 201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김장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옵니다」. 서울: 나침반, 2012.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김종렬. 「예배와 강단」. 서울: 한들출판사, 2001.
김태환. 「예수님의 리더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김하중. 「하나님의 대사 1」. 서울: 두란노, 2011.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9.
김희자. 「창의적인 기독교교육방법」.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기독교교육과정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명성훈. 「교회성장 반드시 됩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7.
______. 「교회성장과 기도」. 서울: 서울서적, 1992

126

127

목회와신학 편집부. 「통계로 본 한국교회」.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박영재. 「청중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구성법」. 서울: 규장, 2005.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백금산. 「만화 성경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______. 「만화 요한계시록1, 2」.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백동섭. 「새설교학」. 부천: 중앙문화사, 1986.
서상기. 「21세기 목회경영과 평신도 사역」. 서울: 크리스챤헤럴드, 1999.
성서 연구회 편. 「유대인의 정체의식」. 서울: 맥밀란, 1984.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______. 「이렇게 설교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9.
안재은. 「소그룹 목회원리와 프락시스」. 서울: 그리심, 2010.
옥한흠. 「제자훈련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_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유경재 외 8인.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유충국, 「교회성장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갈릴리, 2002.
유태영, 「이스라엘 민족 정신의 뿌리」.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이동원,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 서울: 두란노, 2010.
이동원, 진재혁, 「지구촌 교회의 목장 이야기」. 서울: 요단, 2013.
______. 「지구촌교회의 목장 cell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13.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서울: 이레서원, 2003.
이상규. 「성경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도서출판 영문, 1998.
이승진.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이연길. 최훈진.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이형로. 「구역목회 클래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28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7.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6.
정기영,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용인: 킹덤북스, 2015.
정기천, 「세계감리교 신앙과 생활」. 서울: 총리원 교육국, 1972.
정석현. 「교회성장과 평신도 역할」. 대구: 보문출판사, 1984.
정성구. 「설교학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8.
______. 「정성구의 신학과 설교」. 서울: 이레서원, 2008.
______.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3.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정인찬 편. 「성서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정장복, 「설교학 강의」. 서울: 양서각, 1983.
정정숙. 「기독교 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9.
정필도.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서울: 두란노, 2009.
조용기. 「설교는 나의 인생」. 서울: 서울말씀사, 2005.
______.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동력」.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______. 「희망목회 45년: 구역 소그룹 부흥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조정민, 「왜 예수인가?」. 서울: 두란노, 2014.
주대준, 「바라봄의 법칙」. 서울: 두란노, 2008.
주선애.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들출판사, 2007.
지미롱.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P, 1996.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용인: 소그룹하우스, 2010.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두란노, 1999.
______.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한영재. 「기독교 대백과사전」제6권」. 서울: 교문사, 1982.

129

한춘기. 「교회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0.
황성철.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Aquias, Thomas.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설교」. 손은실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4.
Arthur, Kay.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김경섭. 최복순 역. 서울: 프리셉트 연구원, 1987.
Barclay, William. 「고대 세계의 교육사상」.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Barna, George.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Bauer, David R. and Robert A.Traina. 「귀납법적 성경연구」. 윤철호 역. 서울: CLC, 2014.
Bavinck, Herman. 「개혁교의학 1」.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______.「벌코크 조직신학 개론」.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Brillioth, Yngve. 「설교의 역사」홍성수 역. 서울: 교문사, 1980.
Brown, Henry C. 외「설교의 구성론」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7.
Calvin, John. 「기독교강요 하」,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Carter, Terry G. 「성경설교: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전달하는 실제적 지침서」. 김창훈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2009.

Chapell, Bryan.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4.
Colson, Howard and Raymond, Rigdon. 「교회커리큘럼의 이해」. 김희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Craddock, Fred B. 「권위없는 자처럼」.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3.
Donahue, Bill .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______. 「윌로우 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______.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김주성 역. 서울: DMI, 2004.

Eavey, C. B. 「기독교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______.「기독교교육의원리」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Ezell, Rick. 「설교 변하는 청중을 잡으라」. 민경남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130

Ferre, Nels F. S. 「기독교교육신학」. 이정기 역. 서울: 보이스, 1999.
Gangel, Kenneth O., et al. 「교수법 베이직」. 유명복 역. 서울: 디모데, 1999.
George, F. Carl.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Gold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역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룬, 1999.
Hanks, Billie Jr. and William, A.Shell. 「제자도」.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1.
Happer, Norman E. 「현대기독교교육학」, 이승구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4.
Hendricks, Howard G. and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역. 서울:
디모데, 2009.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Hunter, George G. 「불신자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Lloyd-Jones, D. M. 「목사와 설교」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Long, Jimmy.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F자료개발부 역. 서울: IVP, 2000.
Long, Thomas G. 「성서의문학 유형과 설교」. 박영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MacArthur, John F. 「강해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McGavran, Donald A.「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물출판사, 1979.
______.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McGavran, Donald A. and Arn, C. Winfield. 「교회성장의 열단계」. 오태영 역. 서울:
신망애출판사, 1993.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Neal F. McBride.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이게이토출판사, 2001.
______.「소그룹 인도법」. 네이게이토 역. 서울: 네이게이토출판사, 1997.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Reid, Clyde.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______.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131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준비」. 정현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Ridderbos, J. 「반즈주석 신명기」 최종태 역.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2.
Roberta, Hestenes. 「소그룹을 위한 성경연구 지침서」. 김의원. 조남수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1.

Robinson, W. Haddon.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 3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Setiawan, Obaja Tanto 「세계 교회는 G-12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Seymour, L. Jack.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오성주 역.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5.
Shaff, Phillip. 「교회사전집 1권」.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______. 「교회사전집 2권」.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______. 「교회사전집 7권」. 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Sikora, Pat J.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용인: 소그룹하우스, 2012.
Smart, James D. 「교회의교육적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Stanley, Andy.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서울: 디모데, 2006.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Towns, Elmer L. 외 4인 「교회 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1987.
Townsend, John and Henry, Clou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Wagner, Pet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Wenham, Gordon J. 「Word Biblical Commentary: 창세기」.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Wilhoit, James C., et al.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최예자 외 2인 역. 서울: 프리셉트,
1996.

132

Wilkinson, Bruce.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홍미경 역. 서울: 디모데, 2010.
Williamson, Gerald Irvin. 「소요리문답강해」. 최덕성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York, Hershael W. and Bert, Decker. 「확신 있는 설교」.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Burns, James MacGregor.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1978.
Chaney, Charles L., and Ron. S. Lewis. Design for church Growth.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77.
Easum, Willaim M. The Church Growth: Handbook.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0.
Ed., & trans., John Nicholas lenker. Sermons of Martin Luther: The Church Postils vol. 1 and 2.
MI: Baker Books, 1995.
Grunberg, P. Philipp Jacob Spener 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88.
Hocking, David L. The Seven Laws of Christian Leadership. Ventura, CA: Regal Books, 1991.
McBride, Neal F.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0.
Meuser, Fred W. Luther the Preache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3.
Osborne, Larry. Sticky Church. Michigan: Zondervan, 2008.
Parker, T.H.L.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Spener, Phillipp. J. Sendschreiben, An Einen Christeyffrigen Aublandoschen Theologum. In
Philipp. J. Spener Schriften, Bd. I, hrsg. E. Beyreuther, Nachdruck der Ausgabe Franfurt:
a.M. 1677,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79.
Unger, M. F.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ns,
1966.
Wagner, C. Peter. Church Growth: Your Church Can Grow. Ventura, CA: Regal Books, 1976.
Warren, Rick. The Purpose Driven Church: Growth without Compromising Your Message &
Mission. Michigan: Zondervan, 2003.

2. 정기간행물

133

권자영. “40년간 전인목회를 위해 달려온 이동원 목사.” 「빛과 소금」, 2010년 12월, 44-9.
김문석.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는 이렇게 세워갑니다.” 「목회와신학」, 2012년 5월, 78-85.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 2014년, 4-5.
이세용. “기독교교육과 설교: 교육목회에서의 실제적 적용.”「기독교교육연구소」, 16권 1호 (2006),
30-9.
장훈태. “2018년 인구 절벽시대의 기독교 선교전략.” 「복음과 선교」, 29집 (2016): 233-280.
정성구. “칼빈주의와 설교: Andreas Gerhard와 John Calvin을 중심하여.” 신학지남 통권 178호 (서울:
신학지남사, 1977), 79-90.
조상훈. “성도의 삶을 선교현장으로 만드는 목장교회.”「교회성장연구소」, 2009년 6월, 41.
한춘기. “설교와 교육.”「신학지남」, 통권 214호 (1987): 127-139.

「국민일보」, 2004년 7월 8일.
「크리스천투데이」, 2005년 12월 15일.
「국민일보」, 2010년 7월 16일.
「기독신문」, 2010년 11월 12일.
「기독신문」, 2010년 11월 29일.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10월 24일.
「뉴스파워」, 2013년 5월 26일.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7월 1일.

「기독일보」, 2013년 12월 2일.
「기독일보」, 2014년 5월 21일.
「국민일보」, 2014년 11월 21일.
「조선비즈」,

2015년 11월 23일.

「국민일보」, 2016년 4월 7일.
「경향신문」, 2017년 10월 2일.
3. 미간행물

134

이광수. “소그룹 목회에 관한 연구: 신갈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이종찬. “미국교회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관한 연구: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8.
주지영. “성경공부 교재의 유형별 분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6.
채종성. “한국교회 소그룹목회 유형 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3.
함영옥.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 2007.
홍경분. “상담설교를 통한 교회성장.”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8.
황정임. “한국교회의 성경공부 교재분석과 교육적 평가.”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5.

4. 기타자료

「Baker’s신학사전」. 1996년판.
「게제니우스히브리어·아람어사전」. 2016년판.
「교회사대사전II」. 1994년판.
「구약원어신학사전」. 1986년판.
「동아새국어사전」. 1990년판.
「신약성서그리스어사전」. 2017년판.
통계개발원.「한국의인구주택」. 2006년판.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5. 온라인 자료

135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606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온라인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59.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8년 3월 19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6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8년 3월 19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년 10월 28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www.newgmc.org/church/vision01.asp, 2018년 4월 5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s://www.happyful.net/blank-1, 2018년 4월 4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bbs/board.php?bo_table=E02&wr_id=91, 2018년 3월
21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s://www.jiguchon.or.kr/contents.php?gr=2&page=1, 2018년 3월 19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ermon, 2017년 10월 28일 접속.
[온라인자료] http://www.newgmc.org/church/history.asp, 2018년 4월 6일 접속.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8년 3월 22일 접속.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년 3월 22일
접속.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8년 3월 22일 접속.
수영로교회, “사랑방영역” [온라인자료] https://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9.jsp, 2018년 3월 23일 접속.

136

IRB APPROVAL
IRB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