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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현대를 가리켜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
한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사회 전반에 공동체성 상실과 개인적 소외현
상을 낳고 있고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전통적인 가치들마저도 뒤흔드
는 변혁과 혼란을 낳고 있다. 그 영향은 교회의 안․밖으로 크고 작은
도전들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교회가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주님의 위임
명령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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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회가 당면한 도전들은 무엇이며,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교회의 문
제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다시금 성경적 교회 본질회복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이뤄가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교회를 이해하고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도전들을 살펴본 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들을 극
복하기 위해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전통적 교회를 비평적 관점에서 그 한계를 살펴본
후, 정체된 교회의 교회성장의 방안으로 소그룹 목회를 제시하다보니
전통적 교회의 노고와 그 장점들 그리고 대그룹의 역동성은 다루지 못
하고 있다. 나아가 소그룹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방안들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Ⅱ. 전통적 교회에 대한 이해
1. 전통적 교회의 특징

먼저, 전통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한계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만 그 대안으로써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교회의 특징은 첫째,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교회성장 방법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1) 질적인 성장과 원리 중심
적인 목회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관심을 갖는다. 둘째, Program 중심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교회는 많은 활동과 모임들 즉, 찬양제,
전도축제, 문화센터, 구제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다. 셋째, 건물 중심의
교회이다. 대부분의 교회 프로그램은 교회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다. 넷
째, '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그들의 사역이 비 그
리스도인들을 교회학교나 예배를 위한 교회 건물 속으로 데려오는 일
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전통적 교회의 조직화된 구조는 교
1) 김한옥, "전통적인 교회성장학과 자연적 교회성장학의 신학적 패러다임 연구" ⌜신학
과 실천⌟ 2008년,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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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나 예배사역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게 된다. 여섯째, 교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각종 사업, 프로그램, 위원회 모임들을 갖는데 써서 복음을 전
도하며 섬기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일곱째, 전도에 비효율적이다. 사람
들을 교회의 건물로 초청했을 때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 건물로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전통교회
는 그들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2)
이러한 전통적 교회의 특징들은 오늘날 교회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 교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건강한 교회
의 회복운동이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급속하게 전해지면서 유행처
럼 떠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 형태가 바로 소그룹 목회이다.
소그룹 목회(Cell Ministry)의 특징에 대하여 David Finnell의 책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Cell 목회는 사람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만들어졌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소그룹 운동의 근본정신이
다.3) 물론 개혁주의 교회의 정신이기도하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
어는 공적인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4) 그러므로 전통적
인 교회에서는 사역하는 사람의 조건과 수가 한정된 것에 비해 Cell
목회는 다양한 사람의 계층들과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5) 둘째, Cell 목회는 공동체 중심이다. Cell 목회는
Cell Group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의 교제를 통
한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의 구역방식은 지역 중심
의 관리적 측면이 강하며 공동체성의 강조보다는 예배 중심적이다. 셋
째, Cell 목회는 '가라'는 구조를 가진다. Cell 목회는 밖으로 나가서
2)
3)
4)
5)

황성철, "전통적 구역제도의 기여와 한계" ⌜목회와 신학⌟ 1995년, pp. 68-70.
David Finnnell,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p. 24.
Hans Kὕng, The Church (Garden city: Image Books, 1976), p. 476.
Joel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pp.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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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그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조직된다. 따라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는 소그룹 전도를 지향하
는 목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Cell 목회의 조직화된 구조는 섬기는 사역에 그 근거를 둔다.
이러한 교회는 개인의 영적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섯째, Cell 목회는 교인들을 비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
으며 그들을 섬기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다.6) 여섯째, Cell 목
회는 초대교회를 본받고 있다. 교회 지도력의 유형은 섬기는 지도자상
(요 13장)이며 모든 교인들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 나라
가 전파되고 세워지도록 그들 모두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일곱째, Cell 목회는 관계중심의 복음 전도를 지향한다. 이는 개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Cell Member들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그
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다. 비 그리스도
인들은 Cell Group으로 인도되거나 또는 Cell Member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기타 섬기는 사역으로 초대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 교회와 소그룹 목회 중심의 교회 간의 특징 비교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조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의
중심이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오늘
날 전통적 교회가 성경적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 교회 성장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전통적 교회의 구조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삶이 공동체적이며 성경적 코이노니아
(koinonia) 혹은 유기체적 교제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
동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작은 그룹의 구조가 필연적이며 이런 구조를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인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
명히 드러내며,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간
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구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
6) Ralph Neibour, ⌜셀 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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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형은 교회적 기능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통적 교회의 대그룹 중심의
공동체 운동의 결과는 건전치 못한 감정적인 경험들을 지나치게 강조
함으로써 교리적 진리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
갱신과 공동체 자체가 공동체 운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동체들 속에서는 교회사에 흔히 나타났던 분파(sect)
적인 오류가 재현되곤 했다.7)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존 오트버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
학자인 로버트 우스노(Robert Wuthnow)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소그룹 공동체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펼쳐진 가장 큰 사회적
혁명이다.' 그러나 소그룹 운동이 공동체를 창조하기만 하는 것은 아
니며 종종 공동체의 좋은 장점을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시키기도 한
다."8)고 했다. 그럼에도 전통적 교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폐쇄적 정체성의 문제이다. 공동체 운동과 그로 인해 세워진
공동체 교회들은 대부분 기존 문화와 기존의 교계에 대한 거부 혹은
저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자연히 기존 사회와 체계
로부터 원치 않는 공격이나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책
으로써 자체 집단의 구성원들의 이탈을 단속하고 기존 세속 문화의 침
투를 막기 위한 노력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가 지닌
강력한 정체성 유지는 많은 경우 외부에 대한 폐쇄적인 경향성으로 나
타난다.9) 이러한 폐쇄성은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영향력마
저도 단절되게 된다.
둘째, 지도자의 독단과 주관주의가 가져오는 공동체의 편향성의 문
7) Haward A. Synder, The Problem of Wine Skins (Downers Grove. Illinois: IVP,
1975), pp. 16-17.
8) Bill Donahue & Russ Robinson,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South
Barrinton, Ill: Willow Creek Association, 2001), p. 6.
9) Peter L. Berger는 현대분파주의의 특이성은 그들의 고립성에 의한 단절성, 급변
성, 그리고 철저한 비소통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Peter L. Berger, "The Sociological
Study of Sectarianism" edited by Steve Bruce, The Sociology of Religion
Volume Ⅱ (Brookfield: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199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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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교회 공동체 내에는 여러 개의 공동체 교회들이 활동하고 있
는데 때로는 지도자의 독단과 공동체의 주관적 성향 그리고 편향화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결여는 종종 이단 시비에 말려들 만큼 교회 주류
전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교회사를 볼 때, 이러한
양상은 외부와의 건전한 교류 없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이끌려지
는 공동체의 경우라 하겠다.
셋째,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공동체 운
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자극하는 활동들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시대와
동떨어진 공동체로 전락하게 한다. 이는 공동체의 원활한 교통에 장애
가 되고 외부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됨으로 공동체의
확산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역사의식 결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성서적 전통과 교리의 확
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 그 진실성을 확정하고 확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성이다. 역사적 전통은 많은 경우 소중
한 자원과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에서는 모든 결정과 방
향이 주요 인물, 주도적 지도자들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
우가 많다.10) 따라서 지도자의 오판과 잘못된 해석에 의해 역사적 전
통 속에서 확립된 성서적 전통과 교리적 가치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파 형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통적 교회의 일
반적인 약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교회 역시 어느 정도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구조로 소
그룹 목회를 제시할 수 있겠다. 소그룹 목회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에서
도 체질 개선을 통해 전환이 가능한 역동적인 교회 모델이기 때문이다.
3. 전통적 교회의 대그룹 한계

10) Howard A. Synder, Signs of the Spirit (Eugene, Oregon: Wipf and Stocks Publishers,
1997),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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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회의 대그룹 중심의 집회보다 소그룹 방법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교회성장을 돕는데 과연 유익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대중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전통적 교회의 대그룹 모임과 소그
룹 모임을 비교함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그룹에서는 개인들을 필요를 하는 수용과 사랑의 정신이 쉽
게 결핍될 수 있는 반면 소그룹은 이를 보완하기에 용이하다. 소그룹
은 대그룹에 비해 개인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받아들여지고 구성원들
의 사랑을 느끼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그룹 속에서 개인
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 가지고 돌아갈 뿐 교회에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주어진 책임은 회피하기 쉬워진다. 대그룹 안에서는 쉽
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이고 큰 교회일수록 많은
교인들이 방관자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소그룹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소그룹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
으로 참여자가 되는 일이 대그룹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그룹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소그룹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
고 평가를 받으며 쉽게 대화하면서, 인간관, 윤리관, 가치관을 재정립
하고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가
운데 학습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특징을 소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대그룹 중심의 전통교회 구조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
분이 소그룹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교육이란 참여와 교제를 통하여 일
어난다. 이 교제를 통한 배움은 믿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삶의 방법
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어서 서로서로를 고무 시키고 격려한다. 이러
한 이유로 전통적 교회의 대형 집회나 대그룹만으로는 성도와 성도간
의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Ernest W. Southcott는 소그룹 운동에 대한 신학적 재발
견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발견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포도
나무의 비유(요 15)를 들어 수많은 뿌리들이 포도나무의 줄기에 영향
을 공급해 주듯이 소그룹 운동은 전 회중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해
주고 있다.11)
11) Emest W. Southcott, The Parish Come Alive (New York: Morehouse-hor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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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의 기술문명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
운 종류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들에게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소그룹과 같은 신앙생활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바람직한 운영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소그룹들의 유기적인 짜임새가 잘 갖추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
체된 각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잘 다져질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 전
체의 내실 있는 성숙과 양적 성장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
라서 전통적 교회들이 소그룹 목회 운영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전통적 교회의 당면한 도전들
1. 종교인구의 변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변혁을 경험하
고 있으며, 이른바 탈 근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IMF 사태 이후 한
국사회는 고도 경제성장 신화가 무너지고 미국 발 금융경제 위기는 제
2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서고 있다. 사회적인 변화는 기술과학의
급속한 발전,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사회의 노령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 향락문화 확산, 개방된 성문화, 그
리고 급속히 치솟는 이혼율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 등 이른 바
Post-Modernism의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종교 인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실재로 한국의 종교인구가 1885년과 1995년 사이에 31.4%나 증가했
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1995년과 2005년 사이에는 10.5%로 성장
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1991년과 1994년 사이에는 -4.2%로 감소하였다. <표
co., 1956),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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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기독교의 인구는
-1.6% 보이고 있는 반면에 카톨릭은 무려 74.4%라는 급성장을 보여주
고 있다. 불교는 1985년과 1991년 사이에는 46%나 성장했으나 1995년
과 2005년 사이에는 -3.9%나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한국의 주요 종교 교세 상황
년도

인

1985

1995

2005

구

기독교

카톨릭

불교

총인구

40,806,000

15.9%

4.6%

19.8%

종교인구

17,203,296

6,489,282

1,865,397

8,059,624

종교인구비

42.2%

37.7%

10.8%

46.8%

총인구

44,553,710

19.7%

6.6%

23.2%

종교인구

22,597,824

8,760,336

2,950,730

10,321,012

종교인구비

50.7%

38.8%

13.1%

45.7%

총인구

47,041,434

18.3%

12.2%

22.8%

종교인구

24,970,766

8,616,438

5,146,147

10,726,463

종교인구비

53.1%

34.5%

21.0%

4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의 종교현황"
이러한 변동은 2008년 12월 '2008 한국의 종교현황'12)에서 잘 나타
1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표 2> 2008년 전체인구대비 종교별 교세현황

(단위:%)

종교별

1995년

2005년

불교

23.2

22.8

개신교

19.7

18.3

캐톨릭

6.6

10.9

원불교

0.2

0.3

유교

0.5

0.2

기타

0.5

0.4

종교 없음

49.3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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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현재 기독교는 인구 구성비에서 전체 18.3%를 차지하고 있
다. 이에 비해 천주교는 놀랍게도 295만여 명에서 514만여 명으로 219
만 5,000명이 증가하여 74.4%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였다. 이로써 현
재 카톨릭은 10년 전 인구 구성비 6.6% 수준에서 12.2%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
이의 종교 인구는 50.7%에서 53.1%로 2.4% 증가하여 237만여 명이 증
가하였다. 즉, 한국사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인구의 증감
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카톨릭은
219만 5,000여명으로, 불교 역시 40만 5천여 명이 증가했지만, 개신교
는 지난 10년 동안 종교인구가 14만 3천여 명(-1.6%)이나 감소하였다.
즉, 한국사회는 더 종교적이 되었고 천주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
만, 개신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곤두박질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한미준이 한국갤럽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의
하면 종교별 이미지 조사에서 한국교회는 교세확장에만 관심이 있다
(76%)든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70.8%)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13) 그러나 천주교는 지도자가 우수하고 대사
회적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14) 그 결과, 사회적 역할
에 비교적 모범을 보였던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의 교회
로 접근한 것 같다.15)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준은 '한국교회가 이미지 전쟁에서 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사저널 2006, 10월 참조). 결국 한국교회의 정체에 대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사회의 요구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인감소와 수평이동

13)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 및 신앙인식 조사 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 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두란노, 1999), p. 117.
14) Ibid, p. 118.
15) 월간조선, "카톨릭 교세 폭발의 비밀" (2006년, 7월호), p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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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전국 목회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회의 교인 감소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25.4%가 기독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라고 응답하였다. 둘째는 교회
가 사회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1.6%였다. 셋째는 각 교단
의 교세에 대한 거품 보고16)였다는 응답이 11.3%였으며, 그 다음으로
는 평신도 훈련과 양육의 약화가 9.73%, 수평이동의 현상이 8.11% 순
으로 나타났다.17)
교인의 감소현상과 더불어 한국교회에 나타난 중요한 문제 중의 하
나가 수평이동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수평이동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성장 연구소에서는 2003년 9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만 18세 이
상의 개신교인으로서 1,088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평이동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한국교인
의 교회 수평이동(switching)의 경험을 보면 76.5%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
수평이동 현상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19) 첫째, 교회 이동이 대체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진행된
다는 것이다. 교인의 수평이동 현상으로 인해 작은 교회는 더욱 작아
지고, 큰 교회는 더욱 커져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
대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로 가장 많이 옮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목회자 문제라는 것
이다. 직장과 이사와 같은 사회적 현상(49.8%), 목회자 문제(22.8%), 봉
사문제(8.6%), 인간관계 갈등 문제(6.7%), 예배문제(6.0%) 순으로 나타
났다. 여기서 직장이나 이사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고 보았을
때 교인이탈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목회자 문제인 것이다.
16) 1995년 한국종교연감에 의하면 1992.12.31일자를 기준으로 각 종교별로 제출한
신도수 통계는 66,292,409명이다. 이 숫자는 1993.7.1일자 우리나라 인구
44,506,000명이라는 통계청 발표와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7) http://www.church.org/ 한목협 홈페이지 인구감소요인 보고서.
18) 교회성장연구소, ⌜교회선택의 조건 - 한국교회 교인 수평이동에 대한 연구⌟ (서울:
교회성 장연구소, 2004), p. 35.
19) Ibid, pp.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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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다수의 교인들이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 수평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수평이동한 교인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교
회의 모습은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 전도와
선교가 24.1%, 기도와 찬양이 13%, 설교가 11.8%, 지역사회 봉사와 구
제가 8.9%로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선
교 같은 영적인 요소가 전체 7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람직한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요소들이 영
적인 것들임을 발견하게 된다.
넷째, 교파간의 특성을 초월하여 교인 개개인의 욕구가 다원화, 극대
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평이동 후, 정착한 이유를 살펴보면 목회자의
설교(21.6%), 예배 분위기(17.7%), 목회자의 인격(11.8%), 소속기관의
교우들이 잘해주어서(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성도들이 목
회자의 설교가 탁월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곳에 정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새신자
는 잘 안 들어오고, 기존 신자는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새신자
가 늘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기인하기도 하지
만, 한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
지 못하는 데도 있다. 기존신자가 빠져 나가는 것은 이주와 직장 문제
등을 들 수 있지만, 더 훌륭한 설교, 더 영적이고 인격적인 목회자를
찾아 나서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3. 교회성장 둔화

(1) 상황적 요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하여 크게 상황적 요인과 교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여가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종교
(alternative religion)의 발달이 교회 성장을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
다. 오늘날 잘 발달된 여가산업은 긴장해소나 정신적 치유를 대신해
줌으로써 교회참여와 헌신을 악화시켰다. 실제로 2004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35.2%)20)는 것 이였는데 그 비율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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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보다 훨씬 높은 것 이였다.
둘째, 한국사회가 다변화 사회로 변화하는데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단일한 가치나 이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분화, 전문화, 합리화의 현대적인 상황변
화는 가치와 이념의 다양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 사회경제 정치적인 측면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득이
커지면서 생존에 대한 절박성이 약화되었고 종교에 대한 기대심리를
감소시켰다. 또한 경제적 여유는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 종교까지 멀어
지게 만들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 사회복지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소외 심리가 약해져 종교적 의존감을 약화시켰다.21)
(2) 교회적 요인
교회성장 둔화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개신교가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2004년 한
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 부정적이며, 그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 한국종교의 평가22)
(단위: %)
구

분

전체

기독교

무종교

종교의 영향력 증가(좋지 않은 일이다)

53.9

54.7

51.7

종교단체 본래의 뜻 상실(그렇다)

67.9

58.9

72.6

참 진리 추구보다 교세확장 관심(그렇다)

76

63.5

80.7

인생문제 해답 제공 못함(그렇다)

64

52.5

67.5

비종교인 따뜻하게 대하지 않음(그렇다)

46.1

33.6

52.3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강조(그렇다)

49.8

40.4

55.3

헌납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그렇다)

63.7

47.9

70.5

20) 한
〮 국갤럽, "종교와 종교의식으로 본 한국종교의 미래" 2004. 참조.
21) 교회성장연구소, op. cit., p. 149.
22)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두란노,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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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를 보면, '종교의 영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은 46.1%
에 비해 부정적인 대답은 53.9%나 차지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본래의
뜻 상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 32.1%인 반면, 그렇
다는 의견이 67.9%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기능 중 가장 중
요한 사항인 "인생의 문제 해답 제공 못함'에 대한 대답은 64%가 그
렇다고 대답하여 종교적 영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또한 교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이다.
(3) 교육적 요인
교회성장의 둔화의 우려는 교회학교 침체 현상을 들 수 있다. 앞으
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현재 교회학교의 현상에서 침체를 예견할 수 있
다. 현재 한국교회의 감소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주일학교 학생 수
가 급속히 줄어가고 있는 것이다.23) 뿐만 아니라 학원의 증가나 학생
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놀이문화의 발달, 컴퓨터 보급 등으로 학
생들의 교회 출석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침제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교회학교 학
생 수가 감소하는 양적 현상이고 둘째, 교회교육의 무기력이라는 질적
현상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질적인 교육이
무기력이 결국 양적 감소를 일으키고, 양적 감소는 다시금 질적 자하
의 원인이 되는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영ž유아의 인구수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
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근본적으로 출산 저하에 기인하고 있다.
<표 5> 우리나라 출산 추이(1971-2008)
(단위: %)
년도

1971

1972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산율

4.54

4.14

1.47

1.17

1.16

1.08

1.13

1.26

1.19

자료: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청, 2008.
교회학교의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의 활성화의 문제이다. 목회자의 교
육인식이 부족하고,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교사
23) 박연훈, "교회학교의 정체와 감소현상의 분명한 원인" ⌜교육목회⌟ 2003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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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신앙교육
의 부재가 심각하다. 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교육부에서 발간한 ⌜교
회교육백서⌟24)에 의하면,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교
사'로 조사 되었다. Eugene C. Roehlkepartain은 교사가 교회학교 활
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25) 그는 오직 효과적인
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적절히 커뮤니케이션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교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양적, 질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는 새로운 목회 Paradigm의 전환
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4. 본질적인 문제

위에서는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 요인을 상황적 요인, 교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교회 자체 내부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을 찾아야만 한다.
(1)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의 비본질적이고 왜곡된 모습들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지향적인 삶의 자세, 자본주의
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현세기복적인 삶의 방식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적인 모든 가치의 욕심을 초월한
구원과 진리를 향한 구도적 자세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26)
교회가 세속화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목회 갱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요청에 귀를 기
24) 총회교육부 편, ⌜교회교육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3). 참조.
25) Eugene C. Roehlkepartain, The Teaching Church: Moving Christian Education
to Center Stag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p. 100.
26) 권성수ž양창삼ž이만열,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 (서울: 처음, 2004),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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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여야 할 때이다.
(2)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상실
프랑스의 신학자 Alfred Loisy는 "예수가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나
라였는데 지상에 생겨난 것은 교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서구 교회
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유사점을 갖고 있
지 않다는 표현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모임
인 교회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이상과 진리와 가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일을 본질적인 과제
로 삼아야 한다.27)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생명력이 넘치던 1세기의
교회가 점차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정착 되면서
기구화하고 제도화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의 뜨거운 신앙과 열심과 선교적 열정을 잃어가
는 것은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회가 기구화, 제도화 되고 점차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3) 교회의 도덕성 상실
한국교회 성장 정체 이유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즉, 한국교회의 도
덕성 결여에 있다. 작금의 현실은 도덕성에 심각하게 불신을 받고 있
다. 손봉호는 그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은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의 훌
륭한 신앙의 본보기적인 정신과 삶의 태도, 그리고 높은 도덕성에서
맺어진 유산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교
회는 다시 후대에 그러한 유산을 남겨 둘 정신적인 유신을 만들지 못
하고 모두 다 허비했다고 비판하였다.28)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목회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목
협에서 목회자 185명을 조사한 "교인감소 현상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대안으로 영적 리더쉽과 도덕성 회복이 많은 응답
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말씀의 능력(16.58%)보다는 '도덕성 회복
'(24.7%)을 더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도덕성 회
복이 당면과제임을 발견하게 된다.
27)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p. 124.
28) 손봉호, "교회의 도덕적 결여가 교회성장을 가로 막는다" ⌜월간고신⌟ (1992년,
8월),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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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불열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리현상 가운데 하나는 개교회주의 사상의 만연
에 있다. 한국교회는 기구와, 제도화, 대형화해 감에 따라 공동체 의식
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
는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현존하는 신
앙 공동체이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없는 교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이며,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하나 됨이 불가능하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양적 부흥과 기독교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긍정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연
합성이 깨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교파중심의 교회 구조는 현재 한국
교회가 지닌 최대의 약점이 아닐 수 없다.
(5)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위기
김창근은 한국교회의 침체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에 치중한 나머지, 성장 이후의 교회의 질적
인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빠른 성장에 안주하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세속적인 문화
충격에 대처하지 못하고 후기 현대사회 즉, post-modernism 사회를
향한 새로운 복음 선교전략과 목회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지도
력과 신학적 통찰력이 부족하였다29)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교회성장 여부는 목회자의 영적 리더쉽의 문제이다. 오늘날 변해
버린 교회 내외적 상황 속에서 요청되는 미래지향적 리더쉽의 부재는 한
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위한 리더쉽을 포함한 새로운 paradigm을 필요로 하고 있다.

Ⅳ. 전통적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를 움
29) 김창근, "위기 극복형 목회패러다임의 방향" ⌜목회와 신학⌟ (2004년, 2월호),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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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들백 교회의 Rick Warren 목사는 교
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에 따라 8가지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전통에 의
해 움직이는 교회, 어떤 특정인의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핵심적인 인물
등,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재정에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에 움
직이는 교회,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행사에 움직이는 교회, 구도
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목적에 움직이는 교회 등을 말하였다.30)
오늘날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교회는 다른 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정체 내지는 침체 가운데 있는 전통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일방적인 담임목회자 중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
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섬
겨야하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룸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온전해지고 건강해 진다. 따라서 목회자 단독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성도가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를 부를 때 ‘아무개 목사 교회’라고 서슴
없이 부르게 된다. 목회자는 항상 교회의 중심이며 교회의 대명사이다.
더구나 담임 목회자의 행정적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담임 목회자
중심의 전통은 자칫하면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담임 목회자를 앉히게 된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찾기
힘들다.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31)
목회 사역 역시 담임 목사 중심의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인
들이 심방을 원할 때에도 부 교역자보다는 담임목사의 심방을 원한다.
담임목사는 혼자서 심방, 장례, 행정, 재정까지 다 관여하다 보니 육체
30)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2), pp. 28-31.
3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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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하게 된다. William A. Beckham은 이러한 교회
의 모습을 '접시돌리기 묘기’32)로 비유했다.
묘기를 부리는 사람은 대개 보조자와 함께 하는데 긴 막대기 위에 접시를
회전시킨다. 그는 접시가 장대의 끝에 얹힌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는 원심력
에 의해 계속해서 더 많은 막대와 접시를 더해 간다. 이것은 계획된 재앙이다.
왜냐하면 접시들이 조금만 천천히 돌아가도, 접시들을 떨어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묘기를 부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접시 사이를 뛰어 다니며 새로운
회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 초기에 나타났던 평신도의 주체적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발전에 따라 파생하는 교권적 폐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평신도가 목회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소그룹 목회 구조에서의 사역은 담임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신
자가 사역을 한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
하고 또한 그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부여
한다.33)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그룹 리
더자 일차적으로 목양자가 되어서 교역자와 같이 일을 수행한다. 그러
므로 소그룹 목회구조에서는 모두가 사역자인 셈이다.
2. 건물 중심

모세언약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중심 요소는 희생제사(sacrifice),
제사장직(priesthood) 그리고 성막(tabernacle)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언
약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그러나 신약성경, 특히 히브리서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희생제사, 제사장직, 장막의 완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계시해준다. 모
세언약의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효
력을 상실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 자체였음으로 희생이나 장막
또는 제사장 없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2)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pp. 115-116.
33)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 (서울: NCD, 2001), pp. 22-23.

- 19 -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실제적인 장막이나 성전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예배와 희생제물을 위한 거룩한 장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요4:20-24). 스데반의 설교는 장막과 성전에 관한 논의로
부터 시작된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
은 곳에 계시지 않음을 강조하며,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
추어 간다(행 7:44-48).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 건물을 '주님의 집'
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신학적으로 교회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
들이지 결코 건물이 아니다34)(엡 2:1, 딤전 3:15, 히 10:21).
또한 개혁교회는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할 때에 결코 건물을 거론하
지 않는다. 교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천명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었
다.35) 그러므로 교회의 건물은 교회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절대적
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신약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중적 기능
을 수행하였다. 즉, 주일에는 전체 회중으로서 교회에서 모였고, 주중
에는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나 주후 312년 첫 기독교인 황제인 로마
콘스탄틴은 건물 형태의 교회 제도를 낳게 했다. 이 때 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성당을 짓고
그 건물 내의 의식과 지도력을 한정시킴으로써 콘스탄틴은 그리스도가
본래 계획한 교회의 본질과 생명을 변질시켰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본 성경적인 가
치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건물 중신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변화는 하
나님의 교회를 '유기체'(organism)로서가 아닌 '조직체'(organization)
로 생각하는 방식을 낳게 되었다.
건물 중심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건물에 모이고(교회 건물)
주중 특정한 날에 모이며(주일) 특정인(사제 또는 오늘날의 목사)이 그
34) Howard A. Snyder,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pp. 72-73.
35) L. Berkhof, ⌜조직신학-하⌟ 권수경ž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pp. 834-836.

- 20 -

들에게 무엇인가를 한다(가르침, 설교, 면죄 또는 치유)는 것이다.36)
Howard A. Snyder는 교회 건물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글에서 건물이
오늘날 교회의 부정적 사실을 입증한다고 했다. 그것은 비 기동성, 비
융통성, 교제의 부재, 계층의 구분이라고 말한다.37) 또한, 이성희는 미
래의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회 성장에서 사회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8)
사실 한국교회의 사역은 대부분이 교회 내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며, 교회사역의 흐름이 세상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자체 내
부로 향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 성장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은 교회 건물과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데 예산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
서 지향하는 것은 한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 개척 방법 중 가장 효율적
인 것은 훈련되고 준비된 교인들을 떼어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3. 대그룹 예배 중심

William A. Beckham은 지금의 전통교회는 대그룹 예배만을 중시하
는 한 날개를 가진 교회라고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신약
교회의 본래 모습은 두 날개를 가진 교회라고 주장한다. 즉, 신약 교회
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가진 균형 잡힌 교회였다.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
는 서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돌보고 하
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현실은 대그룹 예배만을 중시하고 있다. 특별히
주일 낮 예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대 예배’라고 부르며 다른 예배는 그냥 덤으로 드리는 예배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한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제의 예배
36) William A. Beckham, op. cit,. p. 58.
37) Howard A. Snyder, op. cit., pp. 75-81.
38) 이성희, op. cit,. pp. 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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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예전적 예배가 되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회복
이 있어야만 한다.39) 또한, 이렇게 대그룹 예배를 중시하는 전통은 교
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를 방해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서로
를 깊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이성희는 한국교회의 대그룹 중심의 주일 교회를 매일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0) 즉, 초대 교회처럼 주중에도 가정
에서 모여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대 그룹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일어나
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5명 이상이 모인 그룹에서는 진정한 만남이 이
루어지기 힘들다. 대그룹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는 새 가족 등록자에 비
해 정착률은 많지 않다. 새 가족과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진정한 돌봄이
있기 위해서는 12명 이하의 소그룹 내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하다.
둘째는, 소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William A. Beckham은 교회의 기능을 수직적 기능과 수평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수직적 기능은 대그룹 내에서 강조하는 것
으로 예배, 말씀, 기도, 은사, 권위이다. 그리고 수평적 기능은 소그룹
내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공동체, 교인 훈련, 상호책임, 리더쉽, 복음전
파이다. 그런데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는 소그룹 내에서 강조되는 수
평적 기능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4. 복음전파 소홀

한국교회는 1885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국
내에 들어온 후, 120년이 지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
근에 한국교회의 성장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한국교회가 70-80년
대의 성장세를 뒤로하고 침체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39) 김명혁, ⌜한국교회의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pp. 94-102.
40) 이성희, op. cit.,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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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났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0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종교통계에 의하면 기독인구가 1.6% 감소로 나
타났고, 캐톨릭은 74.4% 증가로 나타났다.41)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복음전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교회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으로
Christian A. Schwarz는 ‘21세기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도, 필요중심적도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42) 김명혁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도자라고 지적하면
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신자들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William A. Beckham은 셀 그룹은 21세기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셀 그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이다. 기존교회는 노방전도 외에 총동원 주일 행사가 불
신자를 전도하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셀 그룹에서는
기존교회의 전도방식과는 달리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전도한다.
그리고 소그룹 목회는 불신자를 교회로 바로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
아니다. 우선은 전도자가 불신자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 후, 소그룹
안으로 데리고 나와서 소그룹 맴버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만 참석하고 교회에 미등록 중인 불신자들도 있다. 이들이 소그
룹 멤버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난 후, 리더가 복음을 제시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후원자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시
일 내에 교회정착이 가능하며 영적 청년으로 자라게 된다.
5. 공동체 의식 결여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한 소단위의
41) 국민일보, "기독교 인구 1.6%감소, 캐톨릭 인구 74.4% 증가" (2006.6.21).
42) Christian A. Schwarz, op. cit.,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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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의미하고, 사회(society)는 구성원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형성한
집단을 가리킨다.43) 따라서 교회의 소그룹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
인 소집단이다. 오늘날 교회 구역의 문제는 이러한 구역 소그룹이 결
여되어 있다. 전통적인 구역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도해 주
고,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고, 칭찬해하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성이
결여 되어 있다.
그동안 교회는 근대화 물결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교회
는 질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를 추구하지 못하고 수와 양에 치중하
여 교세확장, 건물 확대에 여념이 없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
은 뒷전 이었고, 목말라 갈등하는 성도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성도 간의 영적
돌봄, 공동체 의식은 점점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44)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 구현
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
다. 그 동안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접근을 중시해 왔
다. 개인전도, 개인구원, 개인양육, 개인기도 등이 그러한 접근방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나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이나 교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경험
을 통한 성장에 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 사회학적 원인들과 함께 폭발적 성
장을 이룬 반면 교회 대형화 추구에 따른 상대적 교제의 빈곤감이 증
폭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 생활의 질 보다는 수와 양에 치중하
고 교세확장 건물확대, 재정확대에 여념이 없게 되자 성도의 친교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물론 교회의 양적 성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바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 간의 코이니아와 영적 돌봄,
공동체 의식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소그
룹 목회의 모델인 것이다.45)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 속에
43)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2002), p. 86.
44) 김의원, "성숙이 뒤따르는 성장이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1989년, 9월호), p. 27.
45) 박영철, “교회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 ⌜목회와 신학⌟ (2001년, 4월호),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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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실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예언 하셨다. 그러한 임재가 이루어지
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그룹 운동인 것이다.
6. 새신자 정착율 부족

교회는 새신자가 나오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출석했든지 간에 소그
룹 공동체는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지도
자 및 소그룹 구성원은 새신자를 환영하고, 자주 교제해서 새로운 환
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특히 훈련된
소그룹 지도자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새신자를 도울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 구역에서는 새신자들의 양육과
정착을 위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
적 교회에서는 구역 리더자를 세움에 있어서 충분한 훈련과 양육을 받
지 못하고 신앙의 연조를 기준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소그룹 리더자들이 새신자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역이 필요하다.
첫째, 새신자 정착을 위한 양육이 필요하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신
자를 정착하게 하는 데는 편지도 유익하고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적인 만남의 교제를 대신할 수 없다.46)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
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부
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사랑을 부어주고(살전 2:7), 가르치며, 경계할 때
(살전 2:11) 양육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도록 양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바울의 사
역에서처럼 개인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보다 더 견고하며, 중간
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제자들을 길러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원리'(With him Principle)인 일대일 양육이 반드
46) Waylon B. Moore,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나단출판사,
198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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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한 것이다.
둘째,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는 만남의 원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새
신자 정착을 위해서는 양육자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새신
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일대일 관계 수립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
니라 삶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자신의 삶이 먼저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47) 그리고 양육자는 새신자를 위한 희생의 마음을 가지
고 새신자를 방문하고, 때로는 집으로 초대하며,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
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섬김과 나눔의 일을
해야 한다.48) 따라서 새신자를 위한 사랑과 헌신은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전통적 구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오늘날 전통적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상실함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의 자기갱신과 각성을 통한 개혁의 정신으로 성경적 교회의 원형을 회
복하여만 한다. 그 대안으로 다음 장에서는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Ⅴ. 전통적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이란 단순히 숫자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성장학
에서는 교회성장의 의미를 회심성장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한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의 증가’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교회성장이
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면적인 성장을 교회
성장이라 할 수 있다.
Donald A. McGavran은 “성경의 증거는 오히려 찾으시는 하나님의
47) 김원태, ⌜완벽 제자훈련⌟ (서울: 바라, 1987), p. 156.
48) Ron Smith, ⌜새신자 양육지도⌟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4),
p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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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
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을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설득하지 않은 회중은 종교적인 클
럽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이다"49)라고 말하
면서, 진정한 교회성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Peter C. Wagner도 교
회성장에 대하여 교회의 수적증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면
적 성장을 교회성장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성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소
그룹 목회가 교회의 성장에 다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요구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 형태의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 또 교
회 안에서도 그렇다. 교회의 여러 모임들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갖
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모임을 갖거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50) 이와 같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서
로 관계를 맺어 주고 영적 성숙을 갖게 한다.
Clyde Reid는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왜 소그룹이 교육 현장에 그토록 중요하게 인식되
는가? 그에 대한 한 가장 확실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굶주림 때문'일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한다. 사람들은 급박하게 변하는 대중 사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51)
현대사회의 변화는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다양화와 탈 대중화로
규제와 규율에서 벗어서 주변으로 분산시키는 정치가 요구되고 있
49) Donard A. McGa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성서연구사, 1986) pp.
77-78.
50)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pp.
14-15.
51)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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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또한 인간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원인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는 부모
들이 줄어들고 있다. 자기중심적이며 더 물질적이며 더 유흥을 추구하
는 신세대의 형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이기적이고 계
산적이여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있다.53)
신세대는 내일에 대한 회의주의, 전통에 대한 의심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들의 가치관은 양적인데서 질적인 것으로, 옛 전통에서
새로운 것으로, 돈에서 시간적인 것으로, 전적헌신에서 융통성으로, 집
단의 정체성에서 개인주의로, 일을 통한 만족감에서 여가를 통한 만족
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는 한 마디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기적인 시대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인간적인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게 하며 더욱 안정감과 소속감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소그룹
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한
서로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형식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통해,
교회 안에 작은 단위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목회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초대교회적인 소그룹 공동체야말로 이 시대
의 현대인들에게 영육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2. 교회성장

52) Gareth W. Icenolge, Building Community though Small Group (F.T.S, 1992), p. 42.
53) George Barna,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pp.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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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F. George는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에서 소그룹 공동
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 내의 작은 그룹을 부르는 용어는
‘소그룹’ 혹은 ‘셀 그룹(Cell Goup)' 또는 ’구역‘ 등 수 없이 많이 있지
만 그는 소그룹이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
서는 충분히 계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적 발달과 복음
전도와 리더십 개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매우 중요한 직무들
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바로 소그룹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교회성장에 있어 소그룹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으로, 교
회에서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는 핵심요소로써 오늘날
소그룹이 교회성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교회에서 소그룹의 요구는 사회적, 목회적, 교회성장적인 면에서 요
구되고 있다. 교회에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소그룹의
중요한 자원들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요구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에게 흥미를 주는 열려진 공동체로서의 교회 기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C. Peter Wagner는 ⌜교회성장 원리⌟라는 책에서 소그룹의 중요성
에 대해서 ‘대그룹과 모임, 세포조직’이 연합된 모습으로 각각의 기능
을 유기적으로 감당할 때 교회성장이 온다고 설명한다.54) 그는 많은
사람이 축제로서의 예배에 더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의 중
요 기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와그너가 말하는
이 두 가지는 모임과 세포조직이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용어가 가지
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 “모임”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외
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곳에서 친
교는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와그너는 이 모임에 대해서, 주일학교 분반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하
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 곧 규칙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웃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기도회의 모
임이나 찬양대, 전도대, 사회사업에 관한 후원회, 취미모임 등이 있다
고 하였다.55)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친교 중심적이요, 온전한 필요를
54) Wagner C. Pet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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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고 소그룹의 중요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기엔 불가능함으
로, 대그룹과 모임 다음으로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조직’으로
더 밀접한 관심을 나누는 조직체로 설명하고 있다.56)
교회가 건강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중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
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와그너뿐만 아니라, 칼 조지도 메타 교
회를 설명하면서 ‘셀 그룹 - 공동예배’라는 두 가지 요소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두 날개를 가진 교회의 중요성은 셀 목회의 원
리에서도 중요하다.
⌜자연적 교회성장⌟으로 잘 알려진 Christian A. Schwarz는 세계의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을 조사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을 8가지로
요약을 했다. 그의 교회 성장적 특성 8가지 중에 여섯 번째의 특성은
'전인적 소그룹'57)을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 개개인이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으며, 또한 영적 교제도 깊이 나눌 수 있는 소그
룹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멋있기는 하지만 없어
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생활에 핵심이 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교회에서 소그룹이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
내 주는 말이다. 또한 Christian A. Schwarz의 주장대로 성장하는 교
회의 8가지 특성 중,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
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
계’는 소그룹과 어울리는 용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그
룹이 교회의 성장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Clyde H. Reid는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의 책에서 소그룹
이 교회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가를 간추렸다. 이 말은 소그룹
이 교회에서 잘 활용됨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케 한
다는 의미이다. 소그룹이 각종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경 연구와
기도, 토론에 매우 유익하며, 다양한 활동을 주도할 수 있고, 소그룹은
55) Ibid. pp. 155-156.
56) Ibid. p. 166.
57)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윤수인 외2 역, (서울: NCD, 2000),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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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전달에 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성장과 전도와 선교를 활성화 시
키고, 치료를 위해서도 유익하다58)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에 있
어서 소그룹의 기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하며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만 한다.
3. 학습 및 치료효과

소그룹의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그룹은
개인을 사회화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개인을 훈련시킴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며, 그룹 안에서 함께 움직이며,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룹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것을 제거하며 같은 회원들이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도록 그룹을 돕는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또한 소그룹을 통하여 얻는 경험은 여러 면
에서 현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독립심과 참여의식을 균형 있게 길
러 주기도 한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뽑아서 제자 만드는 훈련을 하셨다. 예
수님께서 어떻게 훈련 시키셨는지는 생활을 같이 함으로 제자를 만드
셨다. 마가는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같이 있게 하사”라고 말
하고 있다. 제자들은 주님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
보았고 사역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듣고 배우
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하신 것이다.59)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사역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다.60) 소그룹을 통한 교육 방법은 강의
식 교육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효과를 이
룰 수 있어서 어느 방법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다. 또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음으로 참여의식을 높여주며 구성원 상호간에는 신앙적 고무
58) Clyde H.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 1996), pp.
17-31.
59)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4), pp. 52-54.
60) Paul R.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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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다준다. 즉, 인격 상호간의 학습(Interpersonal Learning)이 일
어나게 된다. 그룹 안에서 구성원이 자기를 개방하게 되며 각자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된다.
소그룹은 대그룹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Irvin
D. Yalom은 소그룹이 지닌 치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는 연구를 통해
소그룹이 가진 치료 효과로서 '일반화'(Universality)의 효과를 언급했
다.61) 이는 소그룹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공감대의 일종으로 구성원
들이 그룹 속에서 동질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소그룹
이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찾아 서로를 신뢰하여 비로써 소
그룹의 역동성이 드러나게 된다.
나아가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가 세상
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교육하는 훈련의 장이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은 서로 변화됨에 놀라며, 도전 받고, 배워나가
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이 가진 기능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태
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것은 일종의 치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
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이처럼 소그룹은 교회의 대그룹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도를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엡 4:12)하는 가장 알맞은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은 아담의 범죄 함으로 인하여 파괴된 모든 것에서 우
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처럼 가정교회와 같
은 소그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의 시간은 서로
의 아픔과 상처를 껴안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이
기 때문이다
61) Irvin D. Yalom, The Theory and Pra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1975), pp. 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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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전통적 교회는 대
내․외적으로 강력한 도전과 변혁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사회적인 빛의 사명을 다하고 있
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
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 속에서 전통적 교회들이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그룹 중심의 목회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론은, 소그룹 목회는 첫째, 사회적 요구에 부
합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교회가 능
동적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목회구조를 갖추는 것이며,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둘째, 교회성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
해 역사하시며 교회성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에 소그
룹 중심의 목회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부합하여 정체된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관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성도 개개인의 학습과 치료에 효과적인 목회사역이다. 이는 무
기력한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양육하여 오늘날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성격적 목회사역인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교회의 변혁과 성장이
라는 과제 속에서 소그룹 목회가 활성화 될 때, 전통적 교회의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성장 이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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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회의 현상적 도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

논평자 : 김지호 교수(칼빈대학교)

김영태의 논문은 전통적인 교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에서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전통적 교
회가 맞이하고 있는 당면한 도전들이 무엇인지?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밝혀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도전에 적응하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아쉬움과 긍정적 가치를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들과 논의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목과 서론 부분이다. 제목과 서론은 연구자의 문제제기와 연
구하고자 하는 뚜렷한 논지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제목
이 문제점만을 제시하기 위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즉 대안을 담을 수
있는 제목이면 더욱 좋으리라 사료되고, 서론에서 논지가 선명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소그룹목회”가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하면서도 소그
룹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할 것을 전제함
(p.2)으로 독자들의 논문에 대한 기대와 읽을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
다.
둘째, 논문의 구조와 논리 전개가 불명확하다. 논문전체 구성이 6장
으로 되어있는데, , , 장에서 각 장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나 많은 문제제기로 인하여 연구자가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본다. 즉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소그룹 목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논지 또는
논리 전개에 있어서 자신의 논지인지? 아니면, 인용인지? 또는 재인용
인지? 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각주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도 구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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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은 사실인 것과 같이 전제하고, 논리를 전
개해 가는 것은 연구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셋째, 개념 정립의 문제성이다. “전통적 교회”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전통적 교회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전통
적 교회의 목회 방법론의 문제인지에 대한 혼돈으로 이 글을 다 읽은
후에도 잘 정돈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어떤 곳에서는 교회의 본질
에 관한 문제로 문제의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는가하면, 또한 전반적으
로는 전통적 목회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전통적 교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전통적 교회의 목회이든지
아니면, 전통적 목회방법론이라든지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상적 도전”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욱 아쉬운 것은 전통
적인 목회와 소그룹 목회를 이분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그
룹과 소그룹이 모두다 목회에 필요한 요소인데, 즉 상호 보완적 관계
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대그룹 목회는 필요 없고, 소그룹 목회만이 유
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수고와 감사를
인정하고 싶다. 목회의 현장(Context)의 변화에 따라 목회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그러한 측면에
서 이 논문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을 계기로 한
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문제의식을 갖
고 새로운 목회 방법론과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함으로 더욱 주님의 기
대에 부응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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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회의 현상적 도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
구”에 대한 논평
논평자: 곽진현 박사(백석대학교)

본 논문은 전통적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반영하고 그
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본 연구의 방식은 전통적 교회의 구조를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나뉘
어 연구함으로써 각각 문제점과 그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Ⅰ. 논문의 요점
본 논문은 전통적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소그룹을 제시하고 있다.
소그룹은 사람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만들어졌다. 모든 그리
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소그룹 운동의 근본정신이다. 물론 개혁
주의 전통적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소그룹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소그룹을 통하여 개인의 의견을 발표
하고 평가를 받으며 쉽게 대화하면서, 인간관, 윤리관, 가치관을 재정
립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대그룹 중심의 전통교회에서 기대
할수 없는 부분이 소그룹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2장에서는 전통적 교회의 특징과 구조, 대그룹의 한계를 설명하였
다.
전통적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폐쇄적 정체성의 문제이
고 둘째로, 지도자의 독단과 주관주의가 가져오는 공동체의 편향성을
지적하였다. 셋째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었다.
이러한 전통교회의 일반적인 약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도적인 시스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한 구조로 소그룹목
회를 제시하였다. 소그룹 목회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에서도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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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환이 가능한 역동적인 교회의 모델로 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전통적 교회가 당면한 도전에서는 종교인구의 변화, 교인
감소와 수평이동, 교회성장 둔화이다.
교회성장 둔화 요인으로는 상황적 요인과 교회적 요인, 그리고 교육
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회 자체 내부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의 요인을 다음과 파악하였다. 첫째로, 교회의 세속화이고 둘째로, 하
나님의 나라의 비젼 상실이고 셋째로, 교회의 도덕성 상실로 보았다.
그리고 더불어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분열,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위기
가 결국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4장에서는 전통적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첫째가 일방적인 담
임목회자 중심이고 둘째로, 건물 중심의 교회이다.
신약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중적 기능을 수행
하였으나 한국교회는 특정 건물에 모이고(교회 건물) 주중 특정한 날
에 모이며(주일) 특정 인(목회자)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한다(가르침,
설교, 치유...)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회 성장에서 사회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그룹 예배 만을 중시하는 한 날개를 가진 교회하고 기적하
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신약교회의 본래 모습인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서 복음전파의 소홀과 공동체 의식결여, 새 신자 정착율 부
족으로 인하여 성경적 본질을 상실함으로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5장에서는 전통적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그룹 목
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중
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소그룹은 대그룹에서 기대할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
그룹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공감대의 일종으로 구성원들이 그룹 속에
서 동질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소그룹이 진행되
면서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찾아 서로를 신뢰하여 비로써 소그룹의 역
동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그룹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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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교육하는 훈련의 장이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은 서로가 변화됨에 놀라며, 도전받고,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
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소그룹의 목회는 첫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성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성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보았다. 셋째, 성도 개개인의 학습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목회사역이다. 소그룹이 활성화 될 때에 전통적 교회가 당면한 위기들
을 극복할수 있고 건강한 교회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룰것으로
보았다.
Ⅱ. 논평과 제안
본 논문은 전통적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공
헌도가 크다고 본다.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할수 있는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아쉬운 점은 소그룹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혁주의적인 전통적인 교회가 무엇이며 예를 들면, 기독교 강
요에 나타난 전통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넘어갔다면 더
욱 좋았을 것이다. 물론 지면에 짧아서 그렇겠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본 논문은 전통적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함으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저자인
김영태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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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교회의 현상적 도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 영 태 박사

본 연구의 동기는 21세기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적 교회가
갖는 안․밖의 당면한 도전과 문제점들 앞에서 주님의 위임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교회부흥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교회를 살펴본 후, 전통적 교회의 당면한
도전들과 전통적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그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그룹 목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통적 교회의 특징으로는 첫째, 양적성장과 실용주의적이며 둘째,
프로그램 중심, 셋째, 건물 중심, 넷째, '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섯째, 교회교육 중심, 여섯째, 사업과 위원회 활동 중심, 마지막으로,
비 전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교회의 구조는 폐쇄적, 지
도자의 독단과 주관주의가 갖는 공동체의 편향성, 시대변화의 부적응,
역사의식 결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 교회는 대그룹 중심의 회중모임을 강조함으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용성과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대그룹 속에서 개인은 자
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회피가 용이해 교회 안에 또 다른 방관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통적 교회는 여러 가지 당면한 도전들에 직
면해 있다. 그것은 종교인구의 변화, 교인들의 감소 및 수평이동, 교회
성장 둔화, 교회의 본질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도전적 위기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정체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위와 같은 전통적 교회의 특징과 구조가 현대교회의 당면한 여러 도
전들 앞에서 과연,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방적인 담임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 대그룹 예배 중심,
복음전파 소홀, 공동체의식 결여와 새신자 정착율 부족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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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적 교회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성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그에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소그룹 목회'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소그룹 목회는
첫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교회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목회구조를 갖추
는 것이며, 시대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둘째, 교
회성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
시며 교회성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에 소그룹 중심의
목회는 그 하나님의 열망에 부합하여 정체된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
워가는 교회관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성도 개개인의 학습과 치료에
효과적인 목회사역인 것이다. 이는 무기력한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양육하여 오늘날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성격적 목회사역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성장과 변혁이라는
과제 속에서 소그룹 목회가 활성화 될 때, 전통적 교회의 당면한 위기
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성장 이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룰 수 있으
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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