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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
(새신자 양육 방안을 중심으로)

Minister and lay in healthy church
(with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as the central figure)

신 화 철(Hwa Chul Shin)박사

서론
지금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많다. 21세기 목회의
화두는 단연코 ‘건강한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다.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필요와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홀로
고립된 존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찍이
모세가 직면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출 18:13-18).
제임스 민즈(James E. Means)는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교차
로에 서 있음에 비유하면서 말하기를 “한쪽 길은 능력 있는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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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로운 활력과 참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세속
문화의 가치 체계와 타협함으로써 교회가 그 중심을 잃게 하여 헛
다리짚는 것과 무기력에 빠져들게 하는 길이다”1)라고 하였다. 그
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능력 있는 사역과 새로운 활력, 참
된 성장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이며, 21세기 현대목회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자 직책이 있다
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
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신자 양육의
방안을 제안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 함을 목적
으로 한다.

Ⅰ. 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
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건강만
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다. 몸이 건강할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삶도 가능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할 때, 서로를 보살피는 중에 생
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
지는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2)에 충실한 목회를
할 때 가능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동일한 지체인 목회자와 평
신도가 함께 그 기능적 역할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다행히도 근래에 한국 교회 안에는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 사역
James E. Means,「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배헌석,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사, 1997), p. 8.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옥한흠 목사는 교회라는 단어 대신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첫째, 택함을 받은 자의 모임. 둘째, 그리스도의 몸. 셋째, 성령의 전을 말
한다(옥한흠,「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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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욱 교수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앞서 성경적인 요구로 보아야 하며, 평신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단한다.3)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목회는 평
신도 사역이 더욱 더 극대화 될 것이며, 21세기의 교회는 목회자
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사역 동반자로 나아갈 전망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
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이는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목
회자-교사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 자신들의 사
역을 하도록 구비시키기 위해 부름 받는다.4) 여기서 사용된 ‘온전
케’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무장하다’(Equip)라는 뜻이며, 전쟁에 나
갈 군사에게 모든 장비를 갖추게 하고, 필요한 모든 기술을 훈련시
킨다는 의미이다.”5)
목사는 목회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므로 목사가 전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이다. 목사는 결코 교인들의 임무
를 대행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목사는 자신이 사역을 하는 것
이 아니고 다만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사역
할 때 옆에서 돕는 차원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6)

김성욱,「하나님의 백성과 선교」(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 12.
Paul R. Stevens,「평신도가 사라진 교회」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
판부, 1997), p. 89.
김점옥,「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서울: 기독신문사, 1998), p. 88.
Paul R. Stevens and Phil Collion,「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최기숙 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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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피터스(George W. Peters)는 교회의 일을 독주하는 목회
자에게 충고하기를 “교인들을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게 하거나 방
치해두는 일은 교역을 실패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에 대항하여 범죄 하는 것이다”7)라
고 하였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잠자는 한 교회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으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
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평신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하며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여부인 것이다.

교회나 기독교 목사의 제일 첫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는 것이다.8) 칼빈(John Calvin)은 “말씀의 선포라는 수단을 통하
지 않고서는 그 몸은 세워질 수 없다. 즉 말씀의 선포가 없이 교회
는 건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좋은 상태를 지속해 갈 수도
없다”9)고 했다. 이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
다도 목회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야 한다. 목회자는 항상
바른 말씀의 선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바 되어야 한다
(행 18:5).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봉사의 일’
(엡 4:12)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필요 적절한 동기
부여이다. 왜냐하면 평신도 자신이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p. 15.
George W. Peters,「교회성장신학」임흥빈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92), p. 340.
D. M. Lloyd Jones,「목사와 설교」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3), p. 22.
John Calvin, 「에베소서 설교」김동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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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평신도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민즈
(James E. Means)는 “성공하는 교회는 동기 부여에 능할 뿐만 아
니라 평신도들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며, 유능한 목회자들은 그 무엇을 하던지 간에, 그들은 동기를
부여 한다”10)고 했다. 따라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지속적으로 기
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그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인 은사를 교회 내의 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
켜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사역의 능력
을 주셨기 때문이다(고전 12장, 롬 12장, 엡 4장, 벧전 4장 참고).

건강함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
역을 하는 교회이다. 바울의 목회는 동역하는 목회라 말할 수 있
다. 그는 선교할 때나 지역 교회를 목회 할 때나 항상 사람들과 함
께 다니고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일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의 목회를 돕는 사람들을 자기의 동역자로서 존중해 주며, 편지를
쓸 때도 동역자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함께 써 주었다(살전
1:1; 고전 1:1; 고후 1:1; 빌 1:1). 자석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
이 바울 주위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 바울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름을 들어 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약 70명 정도가 나온다.11) 목회나 선교가 이제는 목회자 한 사람
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의 참여가 요청된다. 교회가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동역
자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목회자가 평신도를 단순
히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 진정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James E. Means,「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p. 179.
F. F. Bruce,「바울곁의 사람들」윤종석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93),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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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그들과 더불어 동역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평신도 동역자들
로 인하여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평신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 패러다임은 평신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
성 외에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사역자로 이해한다.12) 고린도 전
서 12장에서는 성도들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구
원 받는 사건과 몸에 붙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역시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통한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
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는 은사와 은혜를 구분하지 않으
며 은사를 통한 사역은 구원론적임을 알 수 있다. 새들백교회의 담
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은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13)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사역을
사역을
사역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창조되었다(엡 2:10).
구원을 받았다(딤후 1:9).
부르심을 받았다(벧전 2:9-10).
은사를 받았다(벧전 4:10).

김점옥 ,「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우라 」 (서울 : 기독신문사 , 2001), pp.
87-88. 김점옥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 목회는 ‘구원론의 발전이며 완성이다 ’
라고 말하면서 평신도 사역자 목회가 주는 다섯 가지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첫째 , 평신도 사역자는 직분을 사역과 기능적으로 연결시킨다 .
둘째 , 평신도 사역자는 성도를 교육생이 아니라 사역자로 만들어낸다 . 셋째 ,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소그룹을 인도할 유능한 지도자이다 . 넷째 ,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의 불만 요소를 해결하는 필요 충족 소그룹을 만들어낸다 . 다
섯째 , 평신도 사역자는 셀 그룹 번식을 통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
Ibid.,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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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사역을
사역을
사역을
사역의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보상을

능력을 받았다(마 28:18-20).
명령을 받았다(마 20:26-28).
준비되어야 한다(엡 4:11-12).
필요한 존재이다(고전 12:27).
받는다(골 3:23-24).

폴 스티븐스(R. P. Stevens)는 “교회가 사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역이다”14)라고 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잠
재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훈련시켜 훌륭한 사역자로 키우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이다. 목회자는 평신도
를 통한 사역을 보다 넓혀 가면서 그들의 훌륭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발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
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교
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신도가 교회성장에 대하여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역
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을 차지한 것은 ‘모든 성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
의 제사장’이라는 신념이었다.15) 만인 제사장직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출 19:6, 벧전 2:9).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인 제사장”의 개혁주의 사상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한 유
일한 방법은 각 개인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여 쓰는 것이다.16)
Paul R. Stevens,「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
학생회 출판부, 2001), p. 171.

Walter A. Henrichsen and William N. Garrison,「훈련으로 되는 제
자」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0), p. 81.
Christian A. Schwarz,「자연적 교회성장」윤수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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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
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차별이 없게 되었다. 제사장이
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은 결코 소수의 목회자에게만 적용할 수 없
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벧전 2:9)’라고 전제하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영광
스러운 특권에 대해 말하기를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
이다. 둘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다. 셋째, 말씀을 증거 하는
특권이다. 넷째, 중보 하는 특권이다’라고 하였다.17)

교회의 인적 구성원은 목회자(교역자)에 비해서 평신도들이 절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옥한흠 목사는 ‘성경은 교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몇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나
님의 백성,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이 모두는 각각 평신도를
왜 교회의 주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분상 성직자와
전혀 구별이 없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고 있으므로
“교회의 주체요, 얼굴인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가르치고 훈련하
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18)고 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평신도가 교회이며 성직은 그
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꾸미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19)고 했다. 평신
도는 소극적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거나 피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옥한흠,「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pp.
109-112.
Ibid., pp. 31-40.
John R. W. Stott,「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김기영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
오, 199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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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위치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
다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평신도’란 일정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와 세계 속에
침투하여 있는 성도들을 지칭한다.20) 일반적으로 목회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평신도라 말한다. 반면에 폴 스티븐스(Paul R.
Stevens)는 평신도(laity)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laos)는 하
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므로,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가 하나
님의 평신도”21)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모든 평신
도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맡
은 일의 차이는 있지만 부름 받은 사역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
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혼자서 일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지
도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목회자가 할 일은 결코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지도력과 봉사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첫째,
목회자와 평신도는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동역해야 하
는 관계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결코 성경적인 개념이 아
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런 지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능적인 역할 면에서 목회자와 평
신도는 구별되면서 동일하고 동일하면서 구별된다. 평신도란 말이
목회자를 전제하는 뜻에서 생겨진 말로 이해할 때 구별되며, 만인
유동식, “평신도론,”「기독교 사상」제 5권 11호, 1961, p. 22.
Paul R. Stevens,「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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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론의 관점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동일 지체로서 봉사한다
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둘째,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말하
기를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호 의존적
인 형태의 목회가 올바른 모델이다”22)라고 했다. 물론 상호 의존
의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의 관계나 독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다. 상호 의존의 개념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 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들이 아니며 다른 지체
들에 의하여 조종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각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는 자들인 것이다.23)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의 관계를 언
급하면서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전 12:21)라고 말할 수 없다
고 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전 12:26).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 이는 각 지체가 고
유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와 서로 의
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상호 지원을 통한 보완 협력관계이다. 목회자 혼자의 힘
만으로 혹은 평신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모든 교인
들이 각기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역과 은사를 갖고 있을뿐더
러 그들의 몸 된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 신자들이 지체로서 서로 깊은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상호 사역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것이다.24)
Greg Ogden,「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
리, 1998), p. 161.
Ron Trudinger,「가정 소그룹 모임」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p. 67-68.
옥한흠,「평신도를 깨운다」(서울: 두란노서원, 198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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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평신도는 각각 자신의 특정한 사역에 합당한 고유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역들은 서로를 지원
하며, 상호 보완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유의 역할들이 서
로 이해되고 인식될 때에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 된다.

Ⅱ.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이해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
안재은 교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25)라고 분석하면서
‘시대적 요청과 함께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에
로 부름 받아 봉사하는 그는 누구인가? 평신도 사역자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laos 라오스, “평신도”)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무엇인가 “봉사의 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충
실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하나님의 백성)이며
사역자라고 말해야만 한다.26)
핸드릭 크래머(H. Kraemer)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아코
노이, 즉 사역자들이다(all Christians are diakonoi, ministers).”27)
안재은,「제자훈련과 교회성장」(총신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강의안, 2004), p. 25.
Howard A. Snyder,「21세기 교회의 전망」김기찬, 박이경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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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즉,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하여 김점옥 목사는 정의하기를 “목회자의 관
리 하에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일정 교육 과정을 마친 사역자들로
직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과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돌봄을 받으면서 양육된 ‘전문 사역자들’이
다”28)라고 정의한다.
평신도 사역자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
로 부름을 받았다는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협의의 개념은 일정
한 훈련 과정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사역자들을 지칭한다.
평신도 사역자는 신분상으로는 평신도인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29) 물론 아직은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리더’ 등으로 개념상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애굽기 18장 17-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역을 분담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모세에게 충고한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
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H.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Hulsean Lectures, 1963), p. 139.
김점옥,「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우라」, p. 48.
Ibid.,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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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출

18:21-22).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평신도 사역자 모델이다.
모세에게만 의존했던 백성들은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을 통하여서도 만족과 평안을 얻었다(출 18:23).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
일곱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행 6:3).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행 6:5-6). 이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본질적 사명에 더
충실 할 수 있었다(행 6:7).
에베소서 4장 11-12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라.”고 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가는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인 것이다.

Ⅲ. 건강한 교회에서의 새신자 양육 방안
정병관 교수는 세속 도시에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게 된 주
된 이유에 대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후, 효과적인 양육(養育)의
사역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30)라고 진단한다. 어린아이가 건전한

정병관,「도전받는 현대목회와 선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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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먹여주고 보살펴 주고 훈련을 시키며
사랑해 주어야 하듯,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새신자는 갓 태어
난 아기와 같아서 영적인 부모의 철저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
제, 건강한 교회에서의 새신자 양육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지만, 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
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
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본을 보이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31)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
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보다 더 성숙한
신자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대교회가 왜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야 하며,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평신도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가? 이에 대하여 김점옥 목사는
‘교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많은 지도자들의 요청’에서
찾았다.32)지금의 목회 환경은 수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
해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필요와 문제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목회 동역자로서
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특히, 갓난아이에게 어머니의 개인적인 양육과 보살핌이 절대적
인 것처럼 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베풀며 신앙으로 이끌며 양육할 평신도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새신자는 아직 기독교의 진리에 생소하고, 교회에서 쓰는 용
어에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유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
로 새신자의 사정을 세심히 살펴 돌보며, 아비가 자녀를 대하는 심
Paul R.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 , pp. 61-62.
김점옥,「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pp.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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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새신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권
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다(살전 2:7;
2:11).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평신도 사역자는 유모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새신자 양육을 위해 어떤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는
새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
므로 평신도 사역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야 한다. 둘
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자라야 한다. 다른 사람을 영
적으로 이끌 수 있는 참다운 교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
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도의 열망이 가득하며 영혼을 사랑
하는 자라야 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
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불타올라
야 한다. 새신자의 영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만 한다. 넷
째,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바
울은 그가 도왔던 교회 중의 하나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다(빌 4:13). 이것의 다른 표현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도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새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적절
한 자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신자를 양육할 사람은 대부분의
사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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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시코라(Pat J. Sikora)는 좋은 리더
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세 가지 자격으로 FAT를 말한다.34) 이
는 신실한(Faithful), 여유가 있는(Available), 가르침을 받을 줄 아
는(Teachable)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 이 세 가지 내용
은 새신자 양육에 있어 평신도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핵
심 자격 요건이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
해야만 하며, 새신자에게 헌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새신
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를 볼 때, 이 땅에서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왜냐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사람은 정작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35) 평신도 사역자는(Lay-Minister)는 평신도(Lay)와 목
회자(Minister)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이는 신분상으로는 평신도인
데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지위는 교회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완충 역할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새신자 양육의 사역 현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는 영적
바나바와 같다(행 9:26-28). 교회내의 기존 신자들에게 새신자를,
새신자를 기존신자에게 소개하므로 새신자가 보다 교회에 친근감
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안정적으로 동화되면서 출석하게

Oswald, J. Sanders,「영적지도력」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1), p. 114.
Pat J. Sikora,「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 한국소그룹목
회연구원 역 (서울 : 소그룹하우스 , 2003), pp. 50-51.
옥한흠,「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p. 33.
김점옥,「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키우라」(서울: 기독신문사, 2001),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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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교회는 평신도가 만든다고 말할 정도로 평
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도구로써 평
신도 사역자는 지역교회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 아니 할 수
없다.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교육과 훈련을 강조
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의 훈련은 효과적인 봉사를 위한 교회의
주된 하나의 의무인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
에 대해서 김점옥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근거해 “교회
의 빌딩업”37)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했다. 이
는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주제이며 표준이며 목표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히 자기가 따르는 모델을 닮게 마련이다. 그러므
로 새신자 양육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전히 닮기까지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새신자가 본
받을 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요 13:15, 행 20:35,
고전 11:1, 벧전 2:21). 그렇다면 평신도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기 위하여(마 15:14), 영성훈
련과 사역훈련38)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역과 영성은 상호 의
존적이며, 각각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39) 대개의 경우 새신자 양육
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은 새신자(가족) 담당 교역자가 맡는
다. 지도 교역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자극을 주어 새신
자 양육을 통한 교회성장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Ibid., p. 109.
사역 훈련이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보아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뽑아 특별히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옥한흠,「성령, 새생활의 열쇠」p. 7).
Paul R.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 박영민 역 (서울 : 한국기
독학생회 출판부),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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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성훈련
평신도 사역자 훈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
성훈련이다. 특히 기도와 말씀은 영적 훈련의 핵심을 이룬다. 예수
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며(마
4:2-10), 사무엘40)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41)이 그러했다. 새
신자 양육의 성패는 평신도 사역자 개개인의 영성과도 결코 무관
하지 않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의 영적 훈련은 사역 중에도 지속적
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기도와 말씀훈련
평신도 사역자의 영성훈련의 첫 번째 훈련분야는 기도이다. 모
든 일의 기본 방법은 기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도로 시작하
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신앙자세가 있을 때 주어진 임무를 바로 감
당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하여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다”42)라고 했다. 기도는 우리가 영
적 힘과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표시이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
고 믿는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이다. 평신도 사역자의
기도하는 본은 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영성의
뿌리는 바로 기도이다.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는데 있어서 말씀훈련은 기도훈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평신도 사역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적으로 영적인 요구를 채워주기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John F. MacArthur,「 주님의 교회개혁 」 최치남 역 (서울 : 생명의 말씀
사, 1993),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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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딤후 3:16-17). 특별히 평
신도 사역자는 성경을 통해서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만일 평신도 사역자가 우리
의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보다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사명을 감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배와 전도훈련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
기를 ‘주님이 진실로 주님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
선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신적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이
고, 봉사가 둘째이다. 우리의 생활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강조되
어야 한다. 봉사는 예배에서 흘러나온다. 봉사로 예배를 대처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43)고 말했다. 예배가 “영적훈련”으로 생
각되어야 할 하나의 이유는, 예배는 정해진 행동과 삶의 방법이라
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님 앞에 세우는 행동과 삶의 방법이다.44)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자
들에게 있어서 예배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감사, 헌
금, 찬양, 기도, 신앙 고백 등 예배의 제 요소에 기본적인 책임을
가진 주체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사역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결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의 영성훈련에 있어서 전도훈련 또한 대단히 중
요하다. 평신도가 부름 받은 가장 최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 즉 전도이다. 그러므로 새신자를 양육하는 평신도
사역자는 스스로가 전도실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전도 훈련이 필요하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
Richard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 권달천 , 황을호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p. 231.
Ibid.,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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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것이다. 스펄전(Charles H. Spurgeon)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것과 같지만 전
도자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수 천명이 영생하도록 마실 수 있는 우
물을 파는 사람과 같다.”45)고 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한 말이다. 전도훈련
의 구체적 내용으로 개인전도 방법, 축호전도, 관계전도, 반대 질
문에 대답하는 방법, 이단에 관한 것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② 사역훈련
새신자 양육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숙련된 훈련이 필요하
다. 평신도 사역자는 새신자 양육에 있어 자신이 맡은 사역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양육기술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 훈
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순종훈련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순종은 어
떤 영적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순응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한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다.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순종은 올바른 태도들 가운
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46)
Lewis A Drummond,「 현대 전도학 서설 」 변은수 역 (서울 : 성광문화
사, 1981), p. 44.
John F. MacArthur,「 주님의 교회개혁 」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199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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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사역자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가 아들이
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의 목적은 순종을 다시 회복하
는데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
도 사역자가 새신자 양육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순종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나. 겸손과 섬김의 훈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 평신도 사역자
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
도의 마음을 품고(빌 2:5), 모든 겸손으로(행 20:19) 사역해야 하
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였는지를 배워야 한다. 겸
손은 결코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
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 예
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평신도 사역자는 새신자를 섬기는 자이다(마
20:26-28). 그러므로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섬
김의 훈련을 체험하지 않고 섬김의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 리더십 훈련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 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리
더십 훈련이다. 보통 리더십의 유형은 일을 중시하는 리더십과 관
계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나누워 진다.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룸이 필요하다. 평신도 사역자

22

의 리더십은 새신자의 행동과 비전, 가치관, 태도 등에 영향을 끼
친다. 따라서 리더십 훈련을 위해서는 성경 속의 지도자들을 연구
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새신자 양육을 이해함에 있어 먼저 ‘새신자’ 용어에 대한 개념
을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새신자이다. 새신자란 어의 그대로 새
신자로서 생애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을 의미한다. 둘째, 새가족이다. 새가족이란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교회에 새로 들어온 가족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다
른 교회에서 이동해온 신자,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
을 시작한 사람, 이단에서 개종한 사람 등을 말한다.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새신자라고 하지 않고 ‘새가족’이라고 부르므로
보다 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개 교회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새신자와 새가족을 구분하
여 호칭하며 별개의 양육체계를 가지고 양육하는 교회가 있는가하
면 새가족이란 용어 속에, 새신자를 포함하여 호칭하며 함께 동일
하게 양육하는 교회가 있는 등 다양하다.

교회는 마땅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3:3, 고전 3:1, 요일
2:12-14, 히 5:13)로 불리는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새신자 양육이란 영적인 자녀들을 그리
스도와 온전하게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위치에 이르도록 훈
련하고 키우는 과정으로 다른 말로는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고, 성
숙하게 하며, 번식시키는 것."47)이다. 양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Waylon B. Moore,「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
사, 1975), pp.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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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까지 사랑으로 먹이고 보호하여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새신
자가 성숙하여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계속해서 양육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칼빈(John Calvin)은「기독교 강요」제4권에서 모든 경건한 자
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이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
이 될 때까지(마 22:30),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
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
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
다”48)라고 했다. 어린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
을 감당하듯,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양육
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49) 평신도
사역자 개인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
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전 11:1). 바
울은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사역
목표로 삼았다(골 1:28). 그는 고린도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안
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
도의 분량에까지 자랄 것을 소망했다(고후 10:15; 엡 4:15; 골
1:10; 살후 1:3). 베드로도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
려 함이라”(벧전 2:2)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권면 하였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새신자 양육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John Calvin, op. cit., p. 13.
Edmund P. Clowney,「 교회 」 황영철 역 (서울 : IVP, 1999),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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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경험 속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을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50) 성숙하지 못한
새신자가 삶의 여러 방면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확고하게
세워주려는 것이 양육의 목표인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사랑과 애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새신
자 역시 교회로부터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새신자
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자라기 위
한 양육의 원리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눅 22:32; 요17장).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새벽에 기
도하셨다(막 1:35). 특별히, 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
기도 하셨다(눅 22:32).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입
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마 5:2). 물론 양육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신 6:49 ; 딤후 3:16). 따라서 새신자는 ‘신령한 젖’인 말
씀으로 자라야 한다(벧전 2:2). 새신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시 1:1,2; 수 1:8). 셋째, 교제하는 것이
다.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기존신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서먹서먹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자는 구
역, 전도회, 찬양대, 성경공부반 등의 소그룹모임에 새신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새
신자에게 적합한 직책을 맡겨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직접 모범적인 삶
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요 13:15). 예수님은 모범적 행동을 통해
제자들이 행동하도록 양육하셨다. 양육에 있어서 새신자에게 그리
Elmer L. Towns,「 기독교 교육과 전도 」 박영호 역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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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초 사항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새신자 양육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째, 일
대일 양육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라”(딤후 2:2). 론 스미스(Ron Smith)는 개인별 양육이 “진리를
전달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51)이라고 했다. 일
대일 양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을 뿐 아니라, 성도간의
보다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일대일 양육에 있어 보다 성숙
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 왜냐하면 새신자를 가
르침에 있어 범사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
(John C. Maxwell)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는 만큼, 우리
가 지도하는 사람들도 성장한다.”52)고 했다. 무엇보다도 일대일 양
육의 강점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 새신자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
자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집단적 양육이다. 이 방법
은 2명 이상의 새신자를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지
도 교역자 한 사람이 등록 새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가족 모임
교재를 가지고 등록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담당 교역자가 5주 동안
교육한다. 이는 집단적 양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서신양육
이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새신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씌어졌
다. 바울의 서신들은 기도로 꽉 채워져 있다(엡 1:6; 3:14-21).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삶을 사는 오늘날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교회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을 통한 양육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Ron Smith,「 새신자 양육지도 」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 보이스사 ,
1984), p. 23.
John C. Maxwell,「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라」임윤택 역 (서울: 두란
노, 1998),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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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생소하고, 쓰이는 용어도 익숙치
못하다. 따라서 유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새신자의 사
정을 세심히 살펴 돌보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새신
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권면하고, 위로
하고, 경계하는 일에 관심이 필요하다.
① 양육준비
성공적인 새신자 양육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한다. 교회
가 새신자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 책임을 소홀히 할 때,
힘써 얻은 전도의 열매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새신
자 양육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교인들이 새신자 양육에 대한 열
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신자 양육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새신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열망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새신자 양육을 위한 열망을 갖도록
하는 일이 새신자 양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신자들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그 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② 양육절차
통상적인 새신자 양육의 절차는 안내와 등록, 환영과 영접, 양
육의 순이다. 안내- 안내는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파악하
고 그들을 적절하게 돕는 사역이다. 대개의 경우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안내하는 이들의 단정한 옷차림, 부드럽고 상냥한 언어와
표정,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의 표시, 등에서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등록- 교회
마다 등록교인53)이 되는 절차가 있다. 어떤 교회는 처음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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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적어내면 곧 등록 교인이 되는 경우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새신자반 과정을 통해 등록교인이 되
는 경우가 있다. 등록교인에 대하여 명성훈 목사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영적 조건들, 예를 들어 회심, 학습, 세례 그리
고 헌금이나 봉사와 같은 신앙적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환영- 새신자가 등록하면 교회 전체가 새신자를 환영하는 분위
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때, 새신자는 전
교인의 따뜻한 환영 속에 신앙을 격려 받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새신자는 일어서고 성도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교회에
따라서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신자는
앉아 있고 기존 성도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하며 환영하기도
한다. 영접- 새신자(새가족)실에서는 보다 따뜻한 영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새신자(새가족)를 대한다. 차와 음료를 준
비하여 새신자들에게 제공하며, 외적인 면에서도 준수한 복장과 부
드럽고 상냥한 언어로 정성껏 친절하게 대한다.
양육- 전도를 통해서 얻은 새신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
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결단케 하여 성
도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신생아에게는
유모가 거의 항상 함께 있으면서 돌보아 주어야 하듯 영적인 양육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육과 관련된 가장 단순한 성경의 이
미지는 부모의 보살핌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

명성훈 ,「 뒷문을 막아라 」 (서울 : 크레도 , 1998), p. 178. 피터 와그너
(Peter C. Wagner)는 오늘날의 교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다 . 첫째 ,
모달리티 (modality) 교회이다 . 모달리티 교회는 멤버십을 위한 특별한 조건
이 없으므로 , 누구든지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포용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
형식적 신자를 양산하는 단점이 있다 . 둘째 , 소달리티 (sodality) 교회이다 .
소달리티 교회는 멤버십을 강화하는 교회이다 .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
회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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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셨다(21:15-17). 바울
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살전 2:7) 성도들을 보살폈
다. 새신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의 돌봄이다. 그러므로 영적
인 부모는 새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기초 양육을 마친 이
후의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새로 나온 신자에게만 관심이 집중
될 때, 이미 들어온 새신자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자칫
소홀하기 쉽다. 따라서 이미 교회에 적응 중에 있는 새신자들의 사
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으로 첫째, 새신자 환영회 시간을 갖는
다. 새신자가 교회에 적응해 가는 동화54)과정으로 새신자 환영회
는 아주 유용하다. 왜냐하면 새신자 환영회를 통해 개인을 그룹으
로 묶어 주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새신자와 교회 모두가
이 때를 통해 교회 공동체 의식에 빨리 동화될 수 있다. 새신자는
교역자와 교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 소속감을 갖게 되고, 다른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교회는 새신자의
자기소개 시간을 통하여 개인은사를 파악하게 된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토요일 늦은
오후나 주일 오후 예배 후에도 좋을 것이다. 참석 대상으로는 새신
자, 담임목사와 교역자, 장로, 새신자 양육에 참여한 평신도 사역
자, 새신자 인도자 등이다. 환영의 노래와 함께 준비된 음식을 정
성껏 나누는 공동체적 교제를 통해 교회는 더욱 활력을 얻게된다.
둘째, 소그룹 양육반 운영이다. 새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
동화는 제 삼자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
을 만큼 연합하는 것 ’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 P. T.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 신재구 역 (서울 :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 199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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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제 방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
록 도울 것인가? 소그룹 양육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소그룹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수단
이 되어 있다.55) 새신자는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의 친밀
한 인간관계는 새신자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며, 따뜻한 교제 가운
데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셋째, 구역을 통한 양육이다. 믿음이 어린 새신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이 바로 구역이다.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
회이다. 구역에서는 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도우며, 돌
보는 일을 한다. 구역장은 구역의 기존 식구들과 새신자가 함께 사
랑스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는 새신자 양육의 사역현장에
서 다양(봉사와 행정지원 등)하게 교회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
만 그 사역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궁극적으로 양육
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에서의 새신자 양육 방안으로 필자가 제안
하는 바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같이 자기 본연의 일(기능적 역
할)에 주체가 되어 사역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회자는 사역 훈
련자이며, 평신도는 사역자이다.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에게 새신
자 양육에 따른 필요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양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훈련하므로 그들을 세워준다. 이렇게 훈련받아 세워진 평신
도 사역자는 양육의 주체가 된다. 더불어, 평신도 사역자는 그가
Bill Hu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 박영철 역 (서울 : 요단출판
사, 1997),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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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새신자 양육의 사명(봉사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매주 목회자와 만나는 정기모임을 통해 영성훈련과 사역훈련
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이 모임에서 목
회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영
성을 관리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신자 양육의 성패는 평신도
사역자의 영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신자 양육의 방안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능적 역할
의 새신자 양육에의 적용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절실히 요청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적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며, 영적 자녀의 재생산
을 위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
일 개 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따라 새신자 양육이 진행될 경
우, 평신도 사역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며, 평신도를 세우는 목
회자의 지도력 개발은 물론이요, 교회는 새신자와 기존신자 서로에
대한 돌봄과 관심으로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결 론
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상호의존적인 목회 동역
자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이 없으나 기능적 역할은
서로 구별된다(엡 4:11-12). 목회자의 평신도에 대한 기능적 역
할은 평신도를 충분히 훈련, 무장,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는 단순히 목회자
의 일을 돕거나 목회자 자신의 일의 일부를 맡는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평신도 사역자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스도
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
도(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인 것이다.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가 각각 기능적 역할에 충실한 방안으로 새신자를 양육하게
될 때, 교회는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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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
(새신자 양육 방안을 중심으로)

신 화 철(Hwa Chul Shin)박사

지금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많다. 21세기 목회의
화두는 단연코 ‘건강한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다.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필요와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홀로
고립된 존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찍이
모세가 직면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출 18:13-18).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금 능력 있는 사역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
어 참된 성장에로 나아갈 길을 모색 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그렇
다면 21세기 현대목회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자 직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다행이도
근래에 한국교회 안에는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 사역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
신자 양육의 방안을 제안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
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교회에서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상호의존적인 목회 동역
자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이 없으나 기능적 역할은
서로 구별된다(엡 4:11-12). 목회자의 평신도에 대한 기능적 역
할은 평신도를 충분히 훈련, 무장,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는 단순히 목회자
의 일을 돕거나 목회자 자신의 일의 일부를 맡는 차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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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평신도 사역자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스도
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사역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
도(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역인 것이다.
건강한 교회에서의 새신자 양육 방안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바
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같이 자기 본연의 일(기능적 역할)에 주
체가 되어 사역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회자는 사역 훈련자이
며, 평신도는 사역자이다. 목회자는 평신도 사역자에게 새신자 양
육에 따른 필요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양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훈련하므로 그들을 세워준다. 이렇게 훈련받아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는 양육의 주체가 된다. 더불어, 평신도 사역자는 그가 맡은
새신자 양육의 사명(봉사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매주 목회자와 만나는 정기모임을 통해 영성훈련과 사역훈련에 대
해 지속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이 모임에서 목회자
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영성을
관리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신자 양육의 성패는 평신도 사역
자의 영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신자 양육의 방안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기능적 역할
의 새신자 양육에의 적용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절실히 요청하는
21세기 목회 환경적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며, 영적 자녀의 재생산
을 위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만
일 개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따라 새신자 양육이 진행될 경우,
평신도 사역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며,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의 지도력 개발은 물론이요, 교회는 새신자와 기존신자 서로에 대
한 돌봄과 관심으로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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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s and Lay in Healthy Church
(with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as the central figure)

Hwa Chul Shin(Th.D.)
At the present day, Korea church has much interest on
healthy church.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question of
ministry is far and away 'healthy chu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But unfortunately, a number of ministers are
exhausted because of heavy duties. It is the actual
circumstance that for various demands of the holy citizenry,
although their requirement and problem are too complicated for
one minister to be equal to the task, ministers should copes
with service with him isolated alone. It is similar to condition
which Moses was in the face of formerly(Ex 18:13-18).
Now, Korea church stands on a forked road to grope its future
toward true growth by gaining new vitality through service of
ability again. If it is so, and if there are function and duties
of church that can the most dynamically cope with environment
of modern pastorate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is it?
Fortunately, recently, position and role of lays and importance
of works of service have been emphasized in Korea church day
by day.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to understand
lay-ministers by examining functional role of ministers and
lays, and finally accomplish healthy church by suggesting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In heathy church, the ministers and lays are partner of
service, and they are not discriminated as people of the Lord.
But they are functionally divided with each other(Eph
4:11-12). Functional role of the minister for lay is to make
them do works of service by fully training, arming them, and
having them prepare. By doing this, lay-ministers do their
own work rather than help duties of minister or take char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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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 of duties of him. Work of service to build up church of
Jesus is not work of service for only minister but work of
service that he should do with lays (all the holy citizenry).
In healthy church, what I suggest as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is to do works of service that ministers and
lays become the subject of their own duties(functional role).
In here, minister is trainer of lays and lay is service person.
The minister grants proper motive to lay-minister according to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and trains lays for all
sorts of matters needed for nourishment. The lay-minister
trained like this becomes the subject of nourishment. The
lay-minister should be continuously and thoroughly trained for
spirituality training and training of works of service by having
regular meeting with minister every week to more effectively
cope with mission of nourishment of new Christians which one
takes charge of. In this meeting, minister should continuously
grant motive to lay-minister, and manage and check their
spirituality. It is because success or failure of nourishment of
new Christians is never unrelated to spirituality of
lay-minister.
This nourishment method of new Christians will apply
functional roles of the minister and lay for nourishment of new
Christians, and satisfy environmental demand of ministry in
twenty-first century that sincerely demands lay-minister.
And it is never unrelated to the word of II Timothy 2:2 to
reproduce spiritual children. If church progresses nourishment
of new Christians according to this method, works of service
will be revitalized more and more, and the church is full of
vitality by care and concern between new Christians and
existing believer as well as leadership of minister for the lays
is develo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