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뮤니타스(Communitas)
- missional church 란 무엇인가? - 

마가복음 2:1-5



• Michael Frost 의 선교적 교회 이론


• 문화인류학자 Victor Turner : Communitas 


• 남아프리카 은뎀부 부족에서 행해지는 성인식 


• 성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계적 상황에서 삶의 비결을 터득하도록 훈련



지붕을 뚫은 친구들

•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 예수님께 누군가를 인도해주려는 절박함 



– Martin Luther -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Traveler vs Tourist

•Traveler : One who travails(고생을 무릅쓰는 사람)


• Tourist : One who goes in circles(안전을 추구하는 사람)



헤르난 코르테스
• 1519년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만의 내륙고원에 도착하여 광
활한 대륙 정복


• 600명의 군사와 16마리 말, 11척의 배


• 군사들을 승리하도록 이끈 연설 : “배를 불태워라”



what is missional church?
 

Worship Discipleship 

Community Mission 



what is missional church?

• Missional church is the church that mission of God 
is catalyzing and shaping worship, discipleship, 
community.     - Michael Frost -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아브라함 :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위험


• 다니엘 :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위험


• 마리아 :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위험


• 바울 : 복음을 전하며 감당한 수많은 위험(고후11:23-27)



- Michael Frost -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험 정원
(Experimental Garden)이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모험
• 2000 선교사 파송 비전


• 한동대학교 설립 지원


• CGNTV


• Love sonata 및 아웃리치


• 이주민 선교



- 핸드릭 크래머 -

“교회는 언제나 위기 상태에 있으며 교회에 가장 많이 부족한 것
은 그 사실을 가끔씩만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는 별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며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본질과 사명을 충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명
백한 실패와 고통을 언제나 필요로 했다. 위기와 마주치는 것이 
곧 진정 교회다워질 가능성과 마주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지 않고 거처를 정하려는 
 교회 즉 바깥에서 끊임없이 진을 치지 않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셈이다.  
확실성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려놓고 위험한 일을 감수

하며 실험에 따라 살아야 한다”  

- 한스 큉 -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한계적 상황속에서 지붕을 
뚫는 코뮤니타스 곧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