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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부대문제

• 포도주얘기

• 작고탄탄한틀



Story 1.
이
방
인

속
에
서



Story 2. 
개성공단,
가야할까?
말아야할까?



복음주의권의선교이해,
이변화를담을수있나?

• 남은과업, 10-40창의미전도종족

• 선교사-선교단체-파송교회삼각형모델

• 전략적집중성







선교의 보편성 mission by all 

선교의 공공성 mission public

선교의 총체성 mission integral

미래선교의세가지키워드



• 가죽부대문제

• 포도주얘기

• 작고탄탄한용기



랄프윈터가끌어온지난 50년의선교

• 1910년에딘버러대회

• 1972 년방콕WCC 선교모라토리움

• 1974년로쟌세계복음화위원회

• 미전도종족,전방개척, 10-40창

• 복음주의권의연합과일치

• 한계:타문화,개종,교회개척중심의선교





선교는종말의싸인인가?

이천국복음이모든민족에게증거되기위하여온세상에

전파되리니그제야끝이오리라.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

καὶ κηρυχθήσεται τοῦτο τὸ εὐαγγέλιον τῆς βασιλείας ἐν ὅλῃ τῇ

οἰκουμένῃ εἰς μαρτύριον πᾶσιν τοῖς ἔθνεσιν, καὶ τότε ἥξει τὸ

τέλος. 

마태 24: 14



세대주의
언약신학
성서신학

문화의연속성을생각지못함

일상이중요하지않음

선교의다양성이실종됨



성도의영광은? –선교적참여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하나님, 영광의아버지께서
지혜와계시의영을너희에게주사하나님을알게
하시고너희마음의눈을밝히사그의부르심의
소망이무엇이며성도안에서그기업의영광의

풍성함이무엇이며그의힘의위력으로역사하심을
따라믿는우리에게베푸신능력의지극히크심이
어떠한것을너희로알게하시기를구하노라.”

에베소서 1: 17-19.



선교
Mission 

The Great Divide!

세상
World

교회

Church

성도
Saints

성도의 영광이 사라짐!
Marginalized Christians!



하나님의 선교 – 총체적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골로새서 1: 19, 20



예수님의선교는?

주여호와의영이내게내리셨으니이는여호와께서내게기름을
부으사가난한자에게아름다운소식을전하게하려하심이라.나를
보내사마음이상한자를고치며포로된자에게자유를, 갇힌자에게
놓임을선포하며여호와의은혜의해와우리하나님의보복의날을
선포하여모든슬픈자를위로하되무릇시온에서슬퍼하는자에게
화관을주어그재를대신하며기쁨의기름으로그슬픔을대신하며
찬송의옷으로그근심을대신하시고그들이의의나무곧여호와께서
심으신그영광을나타낼자라일컬음을받게하려하심이라. 그들은
오래황폐하였던곳을다시쌓을것이며옛부터무너진곳을다시
일으킬것이며황폐한성읍곧대대로무너져있던것들을중수할

것이며
이사야 61: 1-4



우리의선교는?
Missional Imagination!

주여호와의영이내게내리셨으니이는여호와께서내게기름을
부으사가난한자에게아름다운소식을전하게하려하심이라.나를
보내사마음이상한자를고치며포로된자에게자유를, 갇힌자에게
놓임을선포하며여호와의은혜의해와우리하나님의보복의날을
선포하여모든슬픈자를위로하되무릇시온에서슬퍼하는자에게
화관을주어그재를대신하며기쁨의기름으로그슬픔을대신하며
찬송의옷으로그근심을대신하시고그들이의의나무곧여호와께서
심으신그영광을나타낼자라일컬음을받게하려하심이라. 그들은
오래황폐하였던곳을다시쌓을것이며옛부터무너진곳을다시
일으킬것이며황폐한성읍곧대대로무너져있던것들을중수할

것이며
이사야 61: 1-4



전방인가? Called and sent? 
Or 

일상인가? Sent and called?

"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하나님, 영광의아버지께서
지혜와계시의영을너희에게주사하나님을알게
하시고너희마음의눈을밝히사그의부르심의
소망이무엇이며성도안에서그기업의영광의

풍성함이무엇이며그의힘의위력으로역사하심을
따라믿는우리에게베푸신능력의지극히크심이
어떠한것을너희로알게하시기를구하노라.”

에베소서 1: 17-19.



• 가죽부대문제

• 포도주얘기

• 작고탄탄한용기











영국성공회의경험
“교회를출발점으로삼으면선교는미궁에빠질것이다. 
선교를출발점으로삼으라. 그러면교회를찾을것이다.”

30년후 (2014년결과)
http://www.freshexpressions.org.uk

518 개의새로운지역교회가생겨남
전체교회의 15%를차지하고있음
전체성도의 9.5% 를차지하고있음

새교회구성원
비기독교인 40%

교회를안다니던사람 35%
기독교인 25%



너저분한교회
https://www.messychurch.org.uk

https://www.messychurch.org.uk/




나들목교회/ 용두동공동주택
https://blog.naver.com/nadulmoknetwork/221714260314

https://blog.naver.com/nadulmoknetwork/221714260314


1.리더십과생태계의변화
2.성도들의선교적삶

3.중간고리는무엇일까?

Missional life goes hands in 
hands with missional church

세가지차원에서의변화





하나님의백성, 광장에서다!







상황적변화 -종교



Πιστεύω εἰςs
피스츄오우에이스

나는믿습니다
ἁγίαν καθ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하기안카톨리케인에클레시안
거룩한보편적인/전체의교회와

ἁγίων κοινωνίαν
하기오운코이노우니안
거룩한코이노니아들을

작고다양한단위



제도의감옥

• 교회로모이는 >세상으로파송되는
• 중앙집권적이고 >자발적인

• 가르침을받는 >삶을공유하는
• 영적서비스를받는 >영적능력을경험하는







그들과함께음식잡수실때에떡을가지사
축사하시고떼어그들에게주시니

그들의눈이밝아져그인줄알아보더니
예수는그들에게보이지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서로말하되길에서우리에게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성경을풀어주실때에

우리속에서마음이뜨겁지아니하더냐하고

누가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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