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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반드시.. 

 “3S 신앙” 을 살아야 합니다 

 1. 구원 (Salvation) 

 2. 성화 (Sanctification) 

 3. 섬김 (Service) 

 구원 :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그리고 영으로.. 

 성화 : 사람은 일생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김 : 사람은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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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원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그리고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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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받은 사람은  

 5 가지 목적 을 위해 삽니다   

  1.  예배 (worship)       :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2.  교제 (fellowship)    :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삶 

  3.  훈련 (discipleship)  : 예수님을  일생  닮아가는 삶 

  4.  사역 (ministry)       : 사랑으로 섬기는 삶 

  5.  전도 (mission)        : 복음을 나누는 삶 

 

           교회도 이 5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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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화 

 
사람은 일생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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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평생 성장할가? 

 

  어떻게 하면 평생 기여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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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동사 가 있습니다.. 

Being    :  인격, 나 자신 

Having  :  소유, 성취  

Doing   :  활동, 성취 

 

 Being    : 나의 인격, 품성, who I am, 가치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 

 Having  : 나의 소유, 재산, 학위, 지위, 지식..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것  

 Doing   : 나의 하는 일, 직업, 이룬 일..  성장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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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물학교 이야기   

교육 과정에는: 

 달리기 

 날기 

 수영하기 

 기어오르기 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 

 토끼 

 독수리 

 오리 

 다람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전 과목을 수강하고 합격을 해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엔 필수 과목이 늘어나 땅파기 과정이 더해졌습니다.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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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내 모습 이대로 -  이것이 나입니다 

Spiritual Gift  : 영적인 은사들  

Heart           :  열정, 가슴.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Ability          :  재능, 달란트,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재능..  

Personality    :  개성, 기질,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 살려서.. 

Experience    :  모든 경험을 하나님은 귀중히 사용하십니다  

 영적 은사 : 교회의 각 지체 모두에게 각각 선물로 주신 다른 은사.  3~4개  

 열정/가슴 : 내가 즐거워 하는 일, 잘 하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 

 재능/달란트 : 타고난 소질,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더 잘하는 일.. 

 개성/스타일 : 나만의 방식과 색갈, 기질. 내향/외향적, 혼자하기/함께하기.. 

 경험 :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겪어온 일들, 특히 고통과 곤경에서 헤어나온 일..  

                                              목적이 이끄는 삶  - Rick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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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사랑 – 영원한 것 세가지 

Faith  makes all things Possible 

Hope makes all things Bright 

Love  makes all things Easy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역사합니다. 

 소망은 모든 것을 밝게 해주고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모든 수고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고린도전서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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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치원의 듣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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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학습들” 

 나눠 가져라 

 페어 플레이 

 때리지 마라 

 자기가 어지른 것은 자기가 치워라 

 남의 것 가지지 마라 

 남의 맘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라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골고루 다 해라 

 오후엔 한숨 자라 

 차 조심해, 함께 손 잡고, 떨어지지 말고 

 세상 창조물의 신비를 보아라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Robert Fulg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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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교육을 위한 생각들..  

1. 커리큘럼 중심 교육, plus 삶의 여정으로 체득해 가는 교육 

2. 학교교육, plus  일터에서의 배움, 그리고 평생학습 

3. 한 분야의 전문가, plus  둘 이상의 세상에 사는 길 

4. 개인의 성공, plus 관계의 성공을 위한 교육 (Relational Education) 

   1) 건강한 “관계” : 이해, 신뢰, 존중 바탕의 상호의존, 목표공유, 유기적기능    

   2) 관계에서 성공하는 성인으로 

  가족간 부모, 자녀, 형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간 

  하나의 시민으로,  직업인으로 

  기업가로, 파트너로, 지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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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재물 – 큰 원칙 

Make all the money you can (최대로 벌라) 

Save all the money you can (최대로 아끼라) 

Give all the money you can (최대로 주라) 

 
 돈을 부지런히, 재능을 다 사용하여 벌라, 다만 정직하게 모두에게 유익하게.. 

 돈을 불필요한 곳, 무익한 곳, 해로운 곳엔 한 푼도 쓰지 말라. 

 돈을 유익한 곳, 성장을 위한 곳에 아끼지 말라.  

                                - John Wesley 

 

 시간도 돈과 같습니다.. 돈처럼 관리하세요. 

 

              



15 

 FAT –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합니다  

Faithful     :  성품/인격을 갖춘 사람 

Available   :  섬김의 태도 가진 사람  

Teachable  :  평생 성장할 사람 

 

 Faithful : 신실한 성품, 도덕적 우위, 겉과 속이 같은, 잘 정돈된 가치관.. 

 Available : 섬기는 습관/자세가 된 사람, 자원하는 태도, 도움이 되는 사람 

 Teachable : 평생 배우며 성장할 사람, 그런 자세와 의욕을 가진 사람  

                                                         

                                                                        - 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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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되는 길 – LEAD 의 습관 

  Learn             :  평생 학습 

  Explore           :  평생 탐구 

  Apply              :  평생 실천 

  Differentiate   :   평생 성공  

 학습 : 가정, 학교, 직장, 삶 전체에서 평생 지식과 교훈을 얻기  

 탐구 : 아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실천 : 뜻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것이 지식인 

 성과 : 실제 결과로 성과를 보여주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가는 사람! 

 

                                                                    - Peter Dr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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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김 

 
사람은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서로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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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 

1.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                     :  Mission / Calling 

2. 나의 고객/이웃은 누구인가 ?            :  Customer / Neighbor 

3. 그가 원하는 꿈/가치는 무엇인가 ?   :  Dreams / Values 

4. 나의 성과/결과는 어떠한가 ?             :  Performance 

5.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  Plan 

 

 사명 : 내가 사는 목적은, 태어난 이유는?  

 고객 : 내가 섬길 대상은?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구체적으로 누구?. 

 섬김 : 그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은 ? 

 성과 : 그의 필요를 위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계획 : 더 잘 하려고 내가 준비한 계획은? 

                                                                - Peter Dr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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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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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제자화 - 지속가능 사이클  
 

예수님    = Head Trainer 

교회/목사= Train-the-Trainer 
에베소서 4:11-12 

신명기 6:5-7 
부모    = Trainer  

자녀/손  = Tra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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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천 가정 (Building the House of Oneness) 
                                                                                         Larry Ballard  

 
 

함께하는 시간
Spending Time 

Together 

 

 

커뮤니케이션   

Good Communication 

5 6 

1 
2 3 4 

Unconditional 

love of God 
 

조건없는  
사랑 

Trust 
 

신뢰 

Respect 
& 

Honor 
 

존경과  
존중 

Understanding 
 
 

이해 

 

Solid Foundation, Jesus 

굳건한 반석  예수  
                                                                                          

1 2 3 4 

가정에 헌신
Commitment  

To  Family 

 

Expressing  감사 
Appreciation 

  
Spiritual   영적헌신 
Commitment 

갈등해결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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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4가지 기둥 (4 Pillars)   Larry Ballard 

•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 신뢰 (Trust) 

• 존중 (Respect, Honor) 

• 이해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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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5가지 언어 (5 Love Languages*) 

• 가치를 세워주는 말  (Words of Affirmation) 

• 함께 갖는 좋은 시간 (Quality Time) 

• 선물을 받을 때 (Receiving Gift) 

• 힘들여 도울 때 (Acts of Service) 

• 스킨십 (Physical Touch)              * Gary Chapman 

 

 

 “I can live for three months on a good compliment.   
    

   나는 좋은 칭찬 한번 들으면 석달을 살수 있다. “   - Mark Tw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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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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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11-13 (목회 사명)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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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 사역 비전 

 
    

 

 

 

 

“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calling), 보내신다 (sending).   

   21세기의 교회는 이를 위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ordinary Christians)  

   동원하고 (mobilize), 훈련하고 (equip), 역할을 나누고 (empower),  

   지원해주는 (support) 교회이다.”                                                                                                                                     

                           - Robert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모이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예 

A 교회  Great Great 

B 교회  Great  Mediocre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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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의 돌봄사역 (Care Ministry) 

   “PACE  돌봄 사역” :  4 요소 
 

      Pray       (기도하기) 

      Available (시간 내기) 

      Contact   (만나고 접촉하기) 

      Example  (삶의 본이 되기)    

 

     1) 성도가 교통하며 서로 돌보는 사역입니다 

     2)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4)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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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역의 사례 

1. 돌봄 사역의  대상: 교회 안에서  

    1) 사랑방 (셀, 목장) 식구 

    2) 새가족 정착과 양육  

    3) 교회학교, 찬양대, 모든 사역팀 

 

2. 교회 밖에서  

    1) 가정에서 

    2) 일터에서 

    3)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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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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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와 기업에서 섬김 

1. 경계 / 극복의 대상 : 이원론 

     - 성 / 속 (sacred / secular)        - 성직자와  비성직자 

     - 교회와  일터                         - 주일과  평일 

     - 기독 경영과  비기독경영          - 높은 가치와  저급한 가치  
 

2)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 / 성품 

     - 정치와 경제    : 정직, 신실, 사람의 가치와 존엄 > 돈 

     - 교육과 과학    : 진리, 창조, 희망, 미래세대 

     - 예술과 예능    :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양함, 아름다움 

     - 언론과 미디어 : 진실, 경건, 분별력, 유익 

     - 가정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곳, 하늘 나라가 임하는 곳 

     - “BAM”          :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nistry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마태복음 5:13-16 

“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 꼭 필요할 때는 말로 하라.  Preach the Gospel all the time. If necessary, use words. ”    
             - St. Francis of Assissi, Mother Teresa, Charles C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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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유일한로 신뢰의 문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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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가치 창조 경제 
사람중심 신경쟁력 

가족 사회 

기업 
환경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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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Knowledge) 

머리 
Head 

기술  
(Skill) 

손발 
Hand 

 주인의식  
(Ownership) 

마음 
Heart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 

33 

+ 

+ 

사람의 전체 잠재력 활성화 

Heart Storming 
(공감+혼이 있는 경영) 

Brain Storming 
(지식의 융합 + 가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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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 Economy 

육체 경제 

One-Man Show 

원맨쇼 

Management by Fear 

위협 / 통제에 의한 관리 

Seniority & Resistance to 

Change 

연공서열 + 변화거부 

Manual Worker 

육체 근로자 

Creative Economy 

창조 경제 

Shared Vision 

비전 공유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Life-Long Learning  

at Workplaces 

평생학습 

Knowledge Worker 

지식 근로자 

전사적 기업가 정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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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고경영자(CEO) 

위대한 기업 + 장수 기업 

Environment  (환경 최고 책임자) 

Ethics   (윤리 최고 책임자) 

Education  (학습 최고 책임자) 

기업/기업인에 대한 신뢰/존경 /상생 

신뢰 구축 

공유가치창조 

Chief Executiv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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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  John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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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