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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공동체 리더의 역할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의 가장 주된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그들이 나아가
또다른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다 .
이 초점을 가지고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가 18-24 개월 안에 2 개로 배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 당신 홀로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핵심 리더들과 함께
성취하게 될 것이다 .

자기 자신 이끌기
개인의 제자도:
•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적용한다.

•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당신의 개인의 삶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매일 귀 기울인다.

•

선교적 공동체 리더 훈련과 코칭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

기혼자라면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안식, 홀로 시간 보내기, 쉼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소수를 인도하기
핵심 그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 하기:
•

당신의 선교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투자하고 배가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준비시킨다.

•

당신의 핵심 멤버들과 자세한 선교적 계획을 짜고 헌신한다. 각 시즌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한다.

•

핵심 멤버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에베소서 4 장의 은사를 (오중직임)
분별하도록 돕고 선교적 공동체에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한다.

•

핵심 멤버들이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잘 이끌도록 돕는다 (위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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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멤버들이 가족, 선교사, 섬기는 자, 배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도록 돕는다.

•

모든 구성원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3-5 명)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한다.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한다.

•

당신의 핵심 멤버들과 기도의 문화를 세워 선교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과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

선교적 공동체의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을 DNA 그룹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DNA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핵심 멤버들과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만나서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함께
기뻐하고 다음달 계획을 함께 세운다.

공동체를 인도하기
제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되어 선교적 삶 함께 살기
•

각 선교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자로 삼기 위하여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선교적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한다.

•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가 복음의 초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돕는다.

•

선교적 공동체가 적기적으로 "가장 낮고 작은 자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섬기도록 이끈다. 시간, 자원, 관계,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섬기게 한다.

•

•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를 다음의 것들을 하도록 이끈다:
o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o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표현되도록 섬기기.

o

복음을 말로 전하고 선포하기.

선교적 공동체가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믿지 않는 자들과 "Storyformed
Way"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한다.

•

기도함으로 선교적 공동체와 배가 절차를 나누고 그들이 배가의 열매 뒤에
있는 비전과 "이유"를 이해하게 돕는다.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배가할 때에는
변화 가운데 섭섭할 수 있지만 성장을 기뻐하도록 격려한다.

•

당신의 선교적 공동체가 당신의 City Group 안의 다른 선교적 공동체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더 큰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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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의 선교적 공동체 리더의 역할을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저 위에 명시된 모든
영역 안에서 제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나 스스로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들을 이루도록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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