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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ant LeaderServant Leader
무엇이 진정한 리더십인가?무엇이 진정한 리더십인가? 제 3장 섬기는 리더의 손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변화를 일으키는 힘

혁신적인 리더십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

상황대응형 리더, 예수

제 3장 섬기는 리더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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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형 리더, 예수

제 1장 섬기는 리더의 머리
섬기는 리더의 역할

리더십 비전이란

비전을 수행하는 방법

섬기는 리더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제 1장 섬기는 리더의 머리
섬기는 리더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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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섬기는 리더의 마음
이기적인 리더와 섬기는 리더의 비교

미래를 위한 후계자 양성

당신은 이기적인 리더인가, 섬기는 리더인가

리더기 되기 위한 준비

두려움을 극복하는 리더십 자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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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제 4장 섬기는 리더의 습관
비전을 향한 의욕

사례연구 : 모세와 아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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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활에서 실천하는 ‘섬기는 리더십’

리더십 응급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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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BlanchardKen Blanchard
켄켄 블랜차드블랜차드 박사는박사는 부인부인 마조리마조리 블랜차드블랜차드

와와 함께함께 19791979년에년에 설립한설립한 경영자문교육경영자문교육

회사인회사인 ‘‘켄켄 블랜차드블랜차드 컴퍼니컴퍼니’’의의 회장이다회장이다..
스펜서스펜서 존슨과존슨과 함께함께 고동으로고동으로 쓴쓴 ‘‘11분분 경경
영영’’은은 베스트셀러가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되었으며 2525개개 국어국어
로로 번역되어번역되어 1,0001,000만만 부부 이상이상 팔렸다팔렸다..
최근의최근의 저서로는저서로는 셀든셀든 보울즈와보울즈와 공동으로공동으로

쓴쓴 ‘‘열광하는열광하는 팬팬’’, , ‘‘겅호겅호’’, , 타드타드 라시나크라시나크, , 
처크처크 톰킨스톰킨스, , 짐짐 발라드와발라드와 함께함께 쓴쓴 ‘‘칭찬은칭찬은

고래를고래를 춤추게춤추게 한다한다’’가가 있다있다. . 
켄은켄은 현재현재 가장가장 많은많은 초청을초청을 받는받는 작가이작가이

자자 강사이고강사이고 경영경영 컨설턴트이다컨설턴트이다. . 또또 페이페이
스워크스워크 리더십리더십 센터의센터의 공동공동 설립자이다설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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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HodgesPhil Hodges
필하지스는필하지스는 페이스워크페이스워크 리더십리더십 센센

터의터의 공동공동 설립자이자설립자이자 부회장이다부회장이다..
이이 센터의센터의 목적은목적은 예수를예수를 닮은닮은 리리

더가더가 되려는되려는 사람들의사람들의 자격을자격을 심사심사

하여하여 훈련시키는훈련시키는 것이다것이다..
3535년간년간 제록스제록스, U.S , U.S 스틸스틸, , 필의필의
인적자원과인적자원과 산업관련산업관련 계통에서계통에서 활활

동했던동했던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19881988년에년에 경경
영영 컨설턴트컨설턴트, , 리더십과리더십과 고객고객 서비서비

스스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트레이너로트레이너로 켄켄 블랜블랜

차드차드 컴퍼니에컴퍼니에 합류했다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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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와머리와 마음과마음과 행동으로행동으로 받아들이자받아들이자

읽을읽을 때마다때마다 집중력과집중력과 통찰력을통찰력을 얻게얻게 되기를되기를 기도하라기도하라..

당신의당신의 리더십리더십 행동과행동과 동기에동기에 이의를이의를 제기하는제기하는 번득이는번득이는

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 만나면만나면 바로바로 거기서거기서 멈추자멈추자. . 그리고그리고 자신의자신의 리리

더십을더십을 어떻게어떻게 바꿀바꿀 수수 있을지있을지 이틀이틀 이상이상 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 생각생각

해해 보자보자..

번득이는번득이는 아이디어와아이디어와 행동의행동의 진행과정을진행과정을 기록해기록해 두다두다..

자신의자신의 발전발전 정도를정도를 검토하고검토하고, , 스스로에게스스로에게 보상을보상을 하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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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고고생하고 무거운무거운 짐을짐을 지고지고

허덕이는허덕이는 사람은사람은 다다 나에게로나에게로 오너라오너라. . 
내가내가 편히편히 쉬게쉬게 하리라하리라. . 

나는나는 마음이마음이 온유하고온유하고 겸손하니겸손하니

내내 멍에를멍에를 메고메고 나에게나에게 배워라배워라. . 
그러면그러면 너희의너희의 영혼이영혼이 안식을안식을 얻을얻을 것이다것이다. . 

내내 멍에는멍에는 편하고편하고 내짐은내짐은 가볍다가볍다..

♦♦ 마태오마태오 11:12 ~ 3011:1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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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예수를 받아들일받아들일 것인가것인가

불완전한불완전한 사람들과사람들과 관계를관계를 맺으면서맺으면서 임무임무 완수하기완수하기 (            )(            )
분명한분명한 목표목표 의식과의식과 방향방향 설정설정 요구요구 (            )(            )
업무업무 담당자담당자 채용과채용과 배치배치 (            )(            )
훈련훈련, , 개발개발, , 권한이양권한이양 문제문제 (            )(            )
시간시간, , 자원자원, , 에너지에에너지에 관해관해 늘늘 되풀이되는되풀이되는 상반된상반된 요구요구 (            )(            )
극심한극심한 경쟁경쟁 (            )(            )
이직이직, , 배신배신, , 그리고그리고 친구들과친구들과 가족의가족의 이해이해 부족부족 (            )(            )
책임감과책임감과 성실성에성실성에 대한대한 끝없는끝없는 감시와감시와 도전도전 (            )(            )
순간의순간의 만족만족, , 인정인정, , 권력의권력의 남용에남용에 대한대한 유혹유혹 (            )(            )
비판비판, , 거절거절, , 분열분열, , 반대반대 등에등에 대한대한 효과적인효과적인 대처대처 (            )(            )
최상의최상의 선을선을 베풀기베풀기 위한위한 아픔과아픔과 고난고난 (            )(            )

이런이런 질문의질문의 답들로답들로 미루어미루어 볼볼 때때, , 만약만약 예수라면예수라면 이런이런 일들을일들을 어떤어떤 식으로식으로 다르게다르게 처리처리

할까할까??
예수를예수를 리더십리더십 모델모델 겸겸 조언자로조언자로 받아들인다면받아들인다면 어떤어떤 방식으로방식으로 그와그와 만날만날 수수 있을까있을까??
예수는예수는 당신이당신이 일상의일상의 시련과시련과 유혹에유혹에 잘잘 대처하도록대처하도록 돕겠다고돕겠다고 했다했다. . 예수는예수는 그에그에 대한대한 관관

심과심과 의지를의지를 어떻게어떻게 드러내는가드러내는가?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매일매일매일매일 겪는겪는 리더십리더십 문제들을문제들을 경험하고경험하고 대처하는대처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지식이나지식이나 경경
험을험을 예수도예수도 가지고가지고 있다고있다고 생각하는가생각하는가? (? (예예 / / 아니오를아니오를 O, XO, X로로 표시하기표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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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머리머리

The Head of The Head of 
Servant LeaderServan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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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여러분은 이이 세상을세상을 본받지본받지 말고말고

마음을마음을 새롭게새롭게 하여하여 새새 사람이사람이 되십시오되십시오. . 
이리하여이리하여 무엇이무엇이 하나님의하나님의 뜻인지뜻인지, , 

무엇이무엇이 선하고선하고 무엇이무엇이 그분그분 마음에마음에 들며들며

무엇이무엇이 완전한완전한 것인지를것인지를

분간하도록분간하도록 하십시오하십시오..

♦♦ 로마서로마서 12 : 2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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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역할역할
The role of the Servant LeaderThe role of the Servant Leader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이라고리더십이라고 말하면말하면 대부분의대부분의 사람들은사람들은 ‘‘죄수가죄수가 관리하는관리하는 감옥감옥’’을을 연연
상하거나상하거나 모든모든 사람을사람을 만족시키려는만족시키려는 리더를리더를 생각한다생각한다. . 하지만하지만 이런이런 생각은생각은

예수가예수가 분명한분명한 예로예로 보여준보여준 리더십의리더십의 두두 가지가지 역할을역할을 제대로제대로 이해하지이해하지 못한못한

탓이다탓이다..

이상적인이상적인 역할역할 –– 옳은옳은 것을것을 실천하기실천하기((목적목적))
현실적인현실적인 역할역할 –– 올바르게올바르게 실천하기실천하기 ((수단수단))

계시의계시의 말씀이말씀이 없으면없으면 백성이백성이 방자해진다방자해진다. . 
그러나그러나 하느님의하느님의 법을법을 지키는지키는 사람은사람은 복을복을 받는다받는다..

잠언잠언 29: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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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좋은 비전의비전의 세가지세가지 요소요소

목적목적//사명사명
종사하고종사하고 있는있는 업종에서업종에서 고객들에게고객들에게 어떻게어떻게 도움을도움을 줄줄 것것
인가인가??

더더 좋은좋은 미래상미래상

목적지에목적지에 도달하면도달하면, , 즉즉 모든모든 것이것이 계획했던계획했던 대로대로 진행되면진행되면
어떤어떤 결과를결과를 볼볼 수수 있는가있는가??

가치가치
부하직원들이부하직원들이 당신의당신의 사명과사명과 미래상에미래상에 맞추어맞추어 근무할근무할 때때
당신은당신은 그들이그들이 어떻게어떻게 행동하길행동하길 바라는가바라는가? ? 당신은당신은 무엇에무엇에
가치를가치를 두는가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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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목적 / / 사명사명
예수의예수의 사명사명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을제자들을 어부로어부로 만들려고만들려고 부른부른 것이것이 아아
니다니다. . 보다보다 더더 큰큰 목적을목적을 위해위해, , 즉즉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어
부부((마태오마태오 4 : 19)4 : 19)’’ 로로 만들기만들기 위해위해 불렀다불렀다..

리더로서리더로서 당신이당신이 섬기고섬기고 있는있는 고객고객에에
대해대해 알고알고 있는가있는가??

당신의당신의 고객들이고객들이 무엇을무엇을 소중하게소중하게 여기여기
는는 알고알고 있는가있는가??



Friday, April 29, 2005 page 15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분명한분명한 목적이나목적이나 사명은사명은 방향을방향을 제시해준다제시해준다

명확한명확한 방향의방향의 설정설정

‘‘이상한이상한 나라의나라의 앨리스앨리스’’ 에서에서 앨리스는앨리스는 길을길을 따라가다따라가다 갈갈
림길을림길을 만난다만난다. . 그러나그러나 어디로어디로 가야할지가야할지 결정할결정할 수수 없어없어
서서 체셔체셔 고양기에게고양기에게 도움을도움을 청한다청한다. . 고양이가고양이가 어디로어디로 가가
는는 중이냐고중이냐고 묻자묻자 앨리스는앨리스는 모른다고모른다고 대답한다대답한다. . 그러자그러자
고양이는고양이는 이렇게이렇게 대답한다대답한다..

““그렇다면그렇다면 어디로어디로 가든가든 상관상관 없어없어..””

조직의조직의 사명이사명이 무엇인지무엇인지 소속원들이소속원들이 제제
대로대로 이해하지이해하지 못하면못하면 관료주의적인관료주의적인 조조
직이직이 되어되어 버린다버린다..

http://www.readingmatters.co.uk/book.php?i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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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조직의 사명이사명이 무엇인가무엇인가??

월트월트 디즈니가디즈니가 테마테마 파크파크 사업을사업을 시작했을시작했을 때때, , 
그는그는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직원들의직원들의 사기를사기를 북돋을북돋을 수수 있는있는

지지 잘잘 알고알고 있었다있었다. . 그는그는 이렇게이렇게 말했다말했다..

““우리는우리는 행복을행복을 주는주는 사업사업에에 종사하종사하

고고 있습니다있습니다. . 우리는우리는 마법마법 같은같은 일을일을

이루어이루어 냅니다냅니다!!””
이러한이러한 명확한명확한 목적목적이이 관객관객((고객고객))을을 대하는대하는 배우들배우들

((직원직원))의의 모든모든 행동을행동을 조정한다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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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 좋은좋은 미래상미래상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그러므로그러므로 너희는너희는 가서가서 이이 세상세상 모든모든 사사

람들을람들을 내내 제자로제자로 삼아삼아 아버지와아버지와 아들과아들과 성령의성령의 이름으로이름으로

그들에게그들에게 세례를세례를 베풀고베풀고((마태오마태오 28:19)28:19)’’라고라고 명령하면서명령하면서

미래의미래의 윤곽을윤곽을 제시제시했다했다..

월트월트 디즈니의디즈니의 미래상미래상

그가그가 모든모든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내린내린 업무업무 지침은지침은 ““공원을공원을 나서는나서는

모든모든 고객이고객이 입장할입장할 때와때와 똑같은똑같은 미소를미소를 간직할간직할 수수 있게있게

하자하자..””로서로서 고객이고객이 공원에공원에 두두 시간을시간을 머물든머물든 열열 시간을시간을

머물머물 든든 상관상관 없이없이, , 고객들이고객들이 계속계속 웃도록웃도록 하는하는 것이었다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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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치
‘‘내내 마음마음 을을 다하고다하고 목숨을목숨을 다하고다하고 뜻을뜻을 다하여다하여 주님이신주님이신

너희너희 하느님을하느님을 사랑하라사랑하라..’’ 이것이이것이 가장가장 크고크고 첫째가는첫째가는 계명이고계명이고, , ‘‘네네 이웃이웃
을을 네네 몸같이몸같이 사랑하라사랑하라..’’는는 둘째둘째 계명도계명도 이에이에 못지못지 않게않게 중요하다중요하다. . 이이 두두
계명이계명이 모든모든 율법과율법과 예언서의예언서의 골자이다골자이다..

마태오마태오 22:37 ~ 4022:37 ~ 40

글로글로 표기된표기된 분명한분명한 가치가치를를 가진가진 곳은곳은 전전 세계세계 조직조직

의의 10% 10% 미만이다미만이다..
가치를가치를 가진가진 조직도조직도 문제가문제가 생기는생기는 경우가경우가 있는데있는데, , 이는이는 대체로대체로 너무너무

많은많은 항목을항목을 두고두고 있거나있거나 우선순위우선순위를를 정해두지정해두지 않기않기 때문에때문에 생긴다생긴다..
월트월트 디즈니는디즈니는 친절친절, , 볼거리볼거리, , 능률능률, , 안전이라는안전이라는 네네 가지가지 가치가치 가운데가운데

안전을안전을 최우선으로최우선으로 꼽았다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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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비전을 제시해제시해 주어라주어라
나는나는 대학대학 교수로교수로 재직할재직할 때때 학교와학교와 계속계속 갈등을갈등을 겪었고겪었고, , 교수단의교수단의 조사를조사를 받기까받기까
지지 했다했다. . 내가내가 항상항상 학기학기 첫날에첫날에 학기말학기말 시험의시험의 문제를문제를 발표하는발표하는 것에것에 학교학교 당국당국
이이 불만을불만을 가졌기가졌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나는나는 시험시험 문제만문제만 알려알려 주는주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학기의학기의 나머지나머지 기간기간 동안동안 그그 답을답을 가르쳤다가르쳤다. . 
인생은인생은 아무렇게나아무렇게나 해서해서 나오는나오는 성적이성적이 아니라아니라 AA학점을학점을 받기받기 위해위해 노력하는노력하는 과정과정이라이라
고고 생각했기생각했기 때문이다때문이다..

리더십리더십 네트워크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Leadership Network)의의 창설자이자창설자이자 ‘‘하프하프 타임타임(Half (Half 
Time)Time)’’의의 저자인저자인 밥밥 버포드는버포드는, , 우리는우리는 생을생을 마치고마치고 하느님하느님 앞에앞에 서는서는 순간순간 ‘‘마지마지
막막 시험시험’’을을 치러야치러야 한다고한다고 믿었다믿었다. . 그그 때때 우리는우리는 두두 가지가지 질문을질문을 받게받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당신은당신은 예수와예수와 함께함께 무엇을무엇을 했는가했는가??
당신은당신은 자신의자신의 삶에삶에 주어진주어진 자원들을자원들을 어떻게어떻게 이용했는가이용했는가??

시험시험 문제를문제를 알고알고 있으니있으니 이제이제 AA학점을학점을 받지받지 못할못할 핑계거리는핑계거리는 없다없다. . 리더의리더의 입장입장
에서에서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바라는바라는 점이점이 무엇인지무엇인지 명확히명확히 알리면알리면 그들은그들은 탁월한탁월한 능력을능력을 발발
휘할휘할 수수 있을있을 것이다것이다..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어떤어떤 것을것을 기대하는지기대하는지 분명하게분명하게 알렸다알렸다. . ““나는나는 진리요진리요, , 길이니길이니
……..나를나를 따르라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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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비전을 수행하는수행하는 방법방법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의제자들의 발을발을 씻어주던씻어주던 순간순간, , 리더십에리더십에 대한대한 관심관심

을을 비전비전 제시제시·· 방향방향 제시에서제시에서 역할역할 수행수행 쪽으로쪽으로 변경했다변경했다..

그러나그러나 그는그는 역할을역할을 수행할수행할 때때, ,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나가서나가서 무작정무작정

사람들을사람들을 도우라고도우라고 하지하지 않았다않았다. . 

비전은비전은 명확했다명확했다. . 그그 비전은비전은 그가그가 가장가장 높은높은 계급계급, , 바로바로 성부성부

에게서에게서 받는받는 것이었다것이었다..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부어부’’인인 그들은그들은 하느님에하느님에 대한대한 사랑과사랑과 이웃에이웃에 대대

한한 사랑에사랑에 관심을관심을 기울여기울여 모든모든 민족을민족을 제자로제자로 삼아야삼아야 했다했다. .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이제자들이 이이 비전을비전을 수행할수행할 때때 섬기는섬기는 리더리더가가 되어되어, , 
사람들이사람들이 ‘‘마지막마지막 시험시험’’을을 통과하도록통과하도록 돕기를돕기를 바랐다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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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에비전에 맞춰맞춰 행하기행하기
전통적인전통적인 계급구조에서는계급구조에서는 여전히여전히 고객들을고객들을 가장가장 아랫사람에아랫사람에

게게 맡긴맡긴 채채 내버려내버려 두는두는 경우가경우가 비일비재하다비일비재하다..
이런이런 조직에서는조직에서는 직원들이직원들이 윗사람을윗사람을 만족시키는만족시키는 일에일에 민감하게민감하게

반응하기반응하기 때문에때문에 모든모든 에너지가에너지가 계급의계급의 위로위로 흐른다흐른다..
권위주의적인권위주의적인 조직에서는조직에서는 고객과고객과 직접직접 접촉하는접촉하는 최일선의최일선의 직원들이직원들이 이런이런 실실

망스런망스런 말을말을 해야해야 하는하는 경우가경우가 종종종종 생긴다생긴다. . ““이게이게 우리우리 방침입니다방침입니다..””, , ““전전 그그
냥냥 직원일직원일 뿐이예요뿐이예요..”” 혹은혹은 ““윗윗 분들에게분들에게 말씀하세요말씀하세요..””

비전을비전을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 계급의계급의 상하가상하가

바뀌어야바뀌어야 한다한다..
그러면그러면 고객을고객을 직접직접 대하는대하는 직원들이직원들이 조직의조직의 최고최고 책임자가책임자가 되고되고, , 리더는리더는 부부

하직원들의하직원들의 요구에요구에 응해응해 줌으로써줌으로써 그들이그들이 조직의조직의 비전과비전과 목적을목적을 수행하도록수행하도록

돕는다돕는다..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의제자들의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면서주면서 바로바로 이런이런 생각을생각을 했던했던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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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리더의 목표목표

리더가리더가 비전을비전을 수행하기수행하기 위해위해 전통적인전통적인 계계

급의급의 상하를상하를 뒤집으면뒤집으면 직원들은직원들은 문제문제 해결해결

능력과능력과 판단능력판단능력을을 가지고가지고 최선을최선을 다해다해 고고

객에게객에게 더더 가까이가까이 다가갈다가갈 수수 있다있다..

리츠리츠 칼튼칼튼 호텔의호텔의 예예

과거과거 리츠리츠 칼트의칼트의 최일선최일선 직원들은직원들은 고객의고객의 문제를문제를 해결해결

하기하기 위해위해 누구에게누구에게 의논하지의논하지 않고않고 ‘‘자유재량자유재량 기금기금’’ 으으
로로 22천천 달러를달러를 자유롭게자유롭게 이용할이용할 수수 있었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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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의성직의 비전비전

““사실은사실은 사람의사람의 아들로아들로 섬김을섬김을 받으러받으러 온온 것이것이 아아

니라니라 섬기러섬기러 왔고왔고 많은많은 사람을사람을 위하여위하여 목숨을목숨을 바쳐바쳐

몸값을몸값을 치르러치르러 온온 것이다것이다..””
마태오마태오 20 : 2820 : 28

비전은비전은 자신의자신의 존재보다존재보다 커다란커다란 것이어야것이어야 한다한다..
하나님은하나님은 일단일단 비전을비전을 세우고세우고 나면나면 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행동을행동을 실천하라실천하라
고고 요구한다요구한다..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은리더십은 비전에서비전에서 시작시작되고되고 사람들사람들
이이 그그 비전에비전에 맞추어맞추어 실천하도록실천하도록 돕겠다는돕겠다는
섬기는섬기는 마음으로마음으로 끝난다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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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비전 섬기기섬기기

일단일단 리더의리더의 비전이비전이 명확하고명확하고 최종최종 시험이시험이 정해진정해진 일일

이라면이라면, , 리더는리더는 직원들을직원들을 하루하루하루하루 코치해야코치해야 한다한다..

리더는리더는 그들이그들이 마지막마지막 시험을시험을 통과할통과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 즉즉 비전을비전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준비준비
시킨다시킨다..
리더십은리더십은 사람들이사람들이 비전에비전에 맞추어맞추어 살도록살도록 돕는돕는 일이일이

다다. . 비전은비전은 모든모든 사람이사람이 섬겨야섬겨야 할할 목적목적, , 미래상미래상과과 가가

치치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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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관점을관점을 받아들인다는받아들인다는 의미의미
Adopting a Servant Leader Point of View will MeanAdopting a Servant Leader Point of View will Mean
섬기는섬기는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노력노력
직원들의직원들의 성장과성장과 발전은발전은 ‘‘도구도구’’로서의로서의 목표가목표가 아니라아니라 그그 회사의회사의 제품이나제품이나 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사명과사명과 마찬가지로마찬가지로 중요한중요한 최종적인최종적인 목표가목표가 되어야되어야 한다한다. . 섬기는섬기는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직원들의직원들의 요구와요구와 열망에열망에 대해대해 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가리더가 알고알고 잇는잇는 수준보다수준보다 휠씬휠씬 자자
세히세히 알아야알아야 한다한다..

‘‘성공적성공적’’과과 ‘‘효과적효과적’’이라는이라는 말의말의 차이차이
‘‘성공적성공적’’이라는이라는 표현에는표현에는 그그 일에일에 관계된관계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있어있어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볼볼 때때 손실이손실이
될될 수수 있는있는 단기적인단기적인 목표목표 달성도달성도 포함된다포함된다. . 반면반면 ‘‘효과적효과적’’ 이라는이라는 표현은표현은 그그 결과는결과는
물론이고물론이고, , 그것을그것을 창출해창출해 내는내는 과정에과정에 참여한참여한 사람들사람들 모두가모두가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성장과성장과 발전발전
을을 이룬다는이룬다는 의미이다의미이다..

더더 높은높은 수준의수준의 리더십리더십
리더십의리더십의 효과는효과는 누구를누구를 본보기로본보기로 삼느냐에삼느냐에 따라따라 달라진다달라진다. . 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전형은전형은 바바
로로 예수이다예수이다. .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은리더십은 오로지오로지 헌신적이고헌신적이고 양심적인양심적인 마음의마음의 발로에발로에 의해서만의해서만
행동으로행동으로 유지된다유지된다..

비용비용 계산과계산과 대가대가 지불지불
섬기는섬기는 리더는리더는 가치를가치를 섬기고섬기고 실천하기실천하기 위해위해 어떤어떤 대가를대가를 치러야치러야 하는지하는지 솔직하게솔직하게 이이
야기야기 해야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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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기리더기 되기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비전비전 세우기세우기

경영경영 이념이념, , 조직의조직의 구조구조, , 행동행동 기준기준
을을 세우고세우고 모범모범 보이기보이기

비전을비전을 함께함께 하는하는 동료들과동료들과 함께함께
후계자후계자 양성양성하기하기

섬기는섬기는 마음으로마음으로

계급의계급의 가장가장 아랫사람아랫사람 되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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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마음마음

The Heart of The Heart of 
Servant LeaderServan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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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바위바위, , 
내내 구원자이신구원자이신 야훼여야훼여,,
내내 생각과생각과 내내 말이말이 언제나언제나

당신당신 마음에마음에 들게들게 하소서하소서..

♦♦ 시편시편 19 : 1419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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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와리더와 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비교비교
Self Serving Leaders us Servant LeaderSelf Serving Leaders us Servant Leader

섬기는섬기는 리더와리더와 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를리더를 구분하려면구분하려면 그그 사람이사람이 피드피드
백을백을 어떻게어떻게 하는지를하는지를 보는보는 것이것이 가장가장 빠른빠른 방법이다방법이다..

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리더
자신의자신의 지위를지위를 지키는지키는 데데 대부분의대부분의 시간을시간을 소비한다소비한다..
당신이당신이 보내는보내는 피드백에피드백에 그는그는 대체로대체로 부정적으로부정적으로 반응한다반응한다. . 당신이당신이
피드백을피드백을 보낸보낸 것을것을 당신이당신이 자신의자신의 리더십을리더십을 더더 이상이상 원치원치 않는다는않는다는
의미로의미로 해석하기해석하기 때문이다때문이다..
자신을자신을 대신할대신할 사람을사람을 훈련시키는훈련시키는 일에일에 시간이나시간이나

노력을노력을 소비하고소비하고 싶어하지싶어하지 않는다않는다..
섬기는섬기는 리더리더
리더십을리더십을 일종의일종의 섬기는섬기는 행위행위라고라고 본다본다..
어떻게어떻게 하면하면 더더 잘잘 섬길섬길 수수 있을지있을지 알려주는알려주는 유용한유용한 정보가정보가 바로바로 피피
드백이라고드백이라고 생각한다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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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미래를 위한위한 후계자후계자 양성양성
devotional on devotional on successorshipsuccessorship

시간과시간과 노력을노력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일에일에 있어서있어서, , 예수는예수는 제제

자들이자들이 활동을활동을 이어갈이어갈 수수 잇는잇는 소양을소양을 확실히확실히 갖갖

출출 수수 잇도록잇도록 헌신적으로헌신적으로 열정을열정을 바친바친 훌륭한훌륭한 본본

보기보기 이다이다..

변화를변화를 일으키는일으키는 리더십리더십(Transforming Leadership)(Transforming Leadership)
리턴리턴 포드포드

““현대현대 경영자들보다경영자들보다 휠씬휠씬 이전에이전에 예수는예수는 미래를미래를 이끌어갈이끌어갈 사람들사람들

을을 준비하느라준비하느라 분주했다분주했다. . 예수의예수의 목적은목적은 황태자를황태자를 선발하는선발하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다음다음 세대를세대를 창조창조하는하는 것이었다것이었다. . 떠날떠날 시기가시기가 되었을되었을 때때

그는그는 리더십리더십 개발을개발을 위한위한 응급응급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내놓지내놓지 않았다않았다. . 왜냐하왜냐하

면면 이미이미 33년년 동안동안 생활생활 속에서속에서 수업이수업이 이루어졌기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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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제 나는나는 너희를너희를 종이라고종이라고

부르지부르지 않고않고 벗이라고벗이라고 부르겠다부르겠다. . 
종은종은 주인이주인이 하는하는 일을일을 모른다모른다. . 
그러나그러나 나는나는 너희에게너희에게

내내 아버지에게서아버지에게서 들은들은 것을것을

모두모두 다다 알려알려 주었다주었다..

♦♦ 요한요한 15 : 1515 : 15



Friday, April 29, 2005 page 32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정말정말 잘잘 들어들어 두어라두어라. . 
나를나를 믿는믿는 사람은사람은 내가내가 하는하는 일을일을 할할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그보다그보다 더더 큰큰 일도일도 하게하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 
그것은그것은 내가내가 이제이제 아버지께아버지께 가서가서

너희가너희가 내내 이름으로이름으로 구하는구하는 것이면것이면

무엇이든지무엇이든지 이루어이루어 주었기주었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그러면그러면 아들로아들로 말미암아말미암아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영광을영광을 받으실받으실 것이다것이다..””

♦♦ 요한요한 14 : 12 ~ 1314 : 1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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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당신은 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인가리더인가, , 섬기는섬기는 리더인가리더인가??
Self Serving or Servant Leader : Which are you?Self Serving or Servant Leader : Which are you?

여러분이여러분이 겪는겪는 시련은시련은 모두모두 인간이인간이

능히능히 감당해감당해 낼낼 수수 있는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시련들이었습니다. . 
하느님은하느님은 신의가신의가 있는있는 분이십니다분이십니다. . 
하느님께서는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여러분에게

힘이힘이 겨운겨운 시련을시련을 겪게겪게 하지는하지는 않으십니다않으십니다..
시련을시련을 주시더라도주시더라도 그것을그것을 극복하고극복하고 벗어날벗어날 수수 있는있는 길을길을

마련해마련해 주실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 고린토고린토 10 : 131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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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준비준비
Preparing to LeadPreparing to Lead

예수는예수는 공생애의공생애의 초기에초기에 순종을순종을 몸소몸소 행하시고행하시고, , 성품에성품에 대한대한 시험을시험을 치름치름

으로써으로써 세상을세상을 이끌이끌 채비를채비를 하셨다하셨다..

그그 즈음에즈음에 예수께서예수께서 세례를세례를 받으시려고받으시려고 갈릴리아를갈릴리아를 떠나떠나 요르단강으로요르단강으로 요요

한을한을 찾아찾아 오셨다오셨다. . 그러나그러나 요한은요한은 ““제가제가 선생님께선생님께 세례를세례를 받아야받아야 할할 터인터인

데데 어떻게어떻게 선생님께서선생님께서 제게제게 오십니까오십니까??”” 하며하며 굳이굳이 사양하였다사양하였다. . 예수께서예수께서

요한에게요한에게 ““지금은지금은 내가내가 하자는하자는 대로대로 하여라하여라. . 우리가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해야 하느님하느님

께서께서 원하시는원하시는 모든모든 일이일이 이루어진다이루어진다..”” 하고하고 대답하셨다대답하셨다. . 그제야그제야 요한은요한은

예수께서예수께서 하자시는하자시는 대로대로 하였다하였다..

예수께서예수께서 세례를세례를 받으시고받으시고 물에서물에서 올라올라 오시자오시자 홀연히홀연히 하늘이하늘이 열리고열리고 하하

느님의느님의 성령이성령이 비둘기비둘기 모양으로모양으로 당신당신 위에위에 내려내려 오시는오시는 것이것이 보였다보였다. . 그그
때때 하늘에서하늘에서 이런이런 소리가소리가 들려왔다들려왔다. . ““이는이는 내내 사랑하는사랑하는 아들아들, , 내내 마음에마음에

드는드는 아들이다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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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준비준비
Preparing to LeadPreparing to Lead

그그 뒤에뒤에 예수께서예수께서 성령의성령의 인도로인도로 광야에광야에 나가나가 악마에게악마에게 유혹을유혹을 받으셨다받으셨다..
사십사십 주야를주야를 단식하시고단식하시고 나서나서 몹시몹시 시장하셨을시장하셨을 때에때에 유혹하는유혹하는 자가자가 와서와서 ““당신당신
이이 하느님의하느님의 아들이거든아들이거든 이이 돌더러돌더러 빵이빵이 되라고되라고 해해 보시오보시오..”” 하고하고 말하였다말하였다..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성서에성서에 ‘‘사람이사람이 빵으로만빵으로만 사는사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하느님의하느님의 입에서입에서 나오나오
는는 모든모든 말씀으로말씀으로 살리라살리라..’’고고 하지하지 않았느냐않았느냐??”” 하고하고 대답하셨다대답하셨다. . 그러자그러자 악마는악마는
예수를예수를 거룩한거룩한 도시로도시로 데리고데리고 가서가서 성전성전 꼭대기에꼭대기에 세우고세우고 ““당신이당신이 하느님의하느님의 아아
들이거든들이거든 뛰어내려뛰어내려 보시오보시오. . 성서에성서에 ‘‘하느님이하느님이 천사들을천사들을 시켜시켜 너를너를 시중들게시중들게 하하
시리니시리니 그들이그들이 손으로손으로 너를너를 받들어받들어 너의너의 발이발이 돌에돌에 부딪히지부딪히지 않게않게 하시리라하시리라..’’
하지하지 않았소않았소??”” 하고하고 말하였다말하였다..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 ‘‘주님이신주님이신 너의너의 하느님을하느님을 떠보지떠보지 말라말라’’는는 말씀도말씀도 성서에성서에 있다있다..””하하
고고 대답하셨다대답하셨다. . 악마는악마는 다시다시 아주아주 높은높은 산으로산으로 예수를예수를 데리고데리고 가서가서 세상의세상의 모든모든
나라와나라와 그그 화려한화려한 모습을모습을 보여보여 주며주며 ““당신이당신이 내내 앞에앞에 절하면절하면 이이 모든모든 것을것을 당신당신
에게에게 주겠소주겠소..”” 하고하고 말하였다말하였다..
그러자그러자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사탄아사탄아, , 물러가라물러가라! ! 성서에성서에 ‘‘주님이신주님이신 너희너희 하느님을하느님을 경배하경배하
고고 그분만을그분만을 섬겨라섬겨라..’’ 고고 하시지하시지 않았느냐않았느냐??”” 하고하고 대답하였다대답하였다. . 마침내마침내 악마는악마는
물러물러 가고가고 천사들이천사들이 와서와서 예수께예수께 시중들었다시중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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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두려움을 극복하는극복하는 리더십리더십 자아자아
What you leadership EGOWhat you leadership EGO

자아자아 이론이론
19231923년년, , 정신분석학의정신분석학의 선구자선구자 지그문트지그문트 프로이트프로이트

(Sigmund Freud)(Sigmund Freud)는는 자아자아(ego)(ego)를를 인간의인간의 정신정신 가가

운데운데 의식적인의식적인 부분으로서부분으로서, , 생각과생각과 행동을행동을 조절하고조절하고

외적인외적인 현실을현실을 판단하는판단하는 부분이라고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

페이스워크페이스워크 리더십리더십 센터에서의센터에서의 정의정의

하느님을하느님을 배척배척하는하는 자아자아

하느님만하느님만 찬양찬양하는하는 자아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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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가시덤불에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떨어졌다는 것은것은

말씀을말씀을 듣기는듣기는 하였지만하였지만

세상세상 걱정과걱정과 재물의재물의 유혹이유혹이 말씀을말씀을 억눌러억눌러

열매를열매를 맺지맺지 못하는못하는 사람을사람을

두고두고 하는하는 말이다말이다..

♦♦ 마태오마태오 13 : 221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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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과교만과 두려움의두려움의 조절조절

리더로서리더로서 결정을결정을 내릴내릴 때때 하느님을하느님을 배척하기배척하기 시작시작

하면하면 리더십의리더십의 성실성은성실성은 순식간에순식간에 무너진다무너진다..
그릇된그릇된 교만의교만의 최면에최면에 걸리면걸리면 자신을자신을 지나치게지나치게 믿고믿고 자랑하며자랑하며 과시과시

한다한다. . 또또 대화를대화를 독점하며독점하며 주목주목 받고자받고자 한다한다..
두려움에두려움에 빠진빠진 리더는리더는 자기자기 지위를지위를 내세워내세워 정보를정보를 숨기면서숨기면서 다른다른 사사

람을람을 위협하는위협하는 ‘‘지배하는지배하는 괴물괴물’’이이 되어되어 성실한성실한 피드백을피드백을 방해한다방해한다..

사람을사람을 겁내면겁내면 올가미에올가미에 걸리지만걸리지만

야훼만야훼만 믿으면믿으면 안전하다안전하다..
잠언잠언 29 : 252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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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두려움과 그릇된그릇된 교만의교만의 원천원천

여러여러 관계관계 속에서속에서 이런이런 악마들을악마들을 골라내는골라내는 순간순간

그들은그들은 당신에게당신에게 아무런아무런 해도해도 끼치지끼치지 못하게못하게 된다된다..

목사목사 바이런바이런 맥도날드맥도날드(Byron MacDonald)(Byron MacDonald)는는 이렇게이렇게

말한다말한다..

““인간관계에서인간관계에서 섬기는섬기는 마음마음을을

들어내들어내 버리면버리면 그그 자리에자리에

악마를악마를 들여놓는들여놓는 셈이다셈이다..””
마음을마음을 온순하게온순하게 하자하자. . 그러면그러면 악마도악마도 사라질사라질 것이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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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는

하느님의하느님의 은총을은총을 받은받은 사람으로서사람으로서

여러분여러분 한한 사람사람 한한 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합니다말합니다. . 
여러분은여러분은 자신을자신을 과대과대 평가하지평가하지 말고말고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각자에게각자에게 나누어나누어 주신주신

믿음의믿음의 정도에정도에 따라따라

분수에분수에 맞는맞는 생각을생각을 하십시오하십시오..

♦♦ 로마서로마서 12 : 3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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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의교만의 악마를악마를 극복하기극복하기

교만의교만의 문제에문제에 대해대해 좀좀 더더 예민해지자예민해지자..
다른다른 사람을사람을 섬기는섬기는 일보다일보다 자신을자신을 부각시키는부각시키는 일에일에 더더 관심이관심이 쏠쏠
릴릴 때마다때마다 직장이나직장이나 가정의가정의 리더로서리더로서 당신이당신이 하는하는 역할을역할을 떠올리떠올리
자자..
교만한교만한 결정결정은은 장기적으로장기적으로 최상의최상의 결과를결과를 보장해보장해 주지주지 못한다는못한다는
점을점을 기억하라기억하라..

거만엔거만엔 재난이재난이 따르고따르고 불손엔불손엔 멸망이멸망이 따른다따른다.  .  ♦♦ 잠언잠언 16 : 1816 : 18

잘난잘난 체하면체하면 싸움만싸움만 일으키고일으키고 슬기로운슬기로운 사람은사람은 충고를충고를 받아들인다받아들인다.  .  
♦♦ 잠언잠언 13 : 1013 : 10

야훼께서야훼께서 마음이마음이 거만한거만한 자를자를 미워하시니미워하시니, , 그런그런 자가자가 어찌어찌 벌을벌을 받지받지
않으랴않으랴.. ♦♦ 잠언잠언 15 : 51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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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야훼가야훼가 이렇게이렇게 말한다말한다. . 
현자는현자는 지혜를지혜를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 
용사는용사는 힘을힘을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 
부자는부자는 돈을돈을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자랑할자랑할 것이것이 있다면있다면, , 그것은그것은 나의나의 뜻을뜻을 깨치고깨치고

사랑과사랑과 법과법과 정의를정의를 세상에세상에 펴는펴는 일이다일이다. . 
이것이이것이 내가내가 기뻐하는기뻐하는 일이다일이다. . 야훼의야훼의 말이다말이다..

♦♦ 예레예레 9 : 22 ~ 239 :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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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것을것을 우선우선 순위에순위에 두자두자

리더가리더가 ‘‘하느님의하느님의 왕국왕국’’을을 가장가장 우선으로우선으로 추구하지추구하지 않았다않았다

면면 그그 리더는리더는 우선순위우선순위를를 완전히완전히 무시한무시한 것이다것이다..

너희는너희는 먼저먼저 하나님의하나님의 나라와나라와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의롭게의롭게 여기시는여기시는 것을것을 구하여라구하여라. . 
그러면그러면 이이 모든모든 것도것도 곁들어곁들어 받게받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 마태오마태오 6 : 336 : 33

http://rds.yahoo.com/S=96062857/K=priority/v=2/SID=w/l=II/SS=i/OID=7fb966d7373675cc/R=43/*-http://images.search.yahoo.com/search/images/view?back=http%3a//images.search.yahoo.com/search/images%3fp=priority%26ei=UTF-8%26b=41&h=190&w=200&imgcurl=www.priority1lss.com/PRIORITY1_gif_jpeg/Priority1Logo.jpg&imgurl=www.priority1lss.com/PRIORITY1_gif_jpeg/Priority1Logo.jpg&name=Priority1Logo.jpg&p=priority&rurl=http%3a//www.priority1lss.com/index.htm&rcurl=http%3a//www.priority1lss.com/index.htm&type=jpeg&no=43&tt=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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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영적 훈련과훈련과 성장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Celebration of discipline

1.1. 지위보다는지위보다는 유용성을유용성을 보고보고 대가를대가를 지불하라지불하라..
2.2. 중독을중독을 일으키는일으키는 것을것을 거부하라거부하라..
3.3. 주는주는 습관을습관을 익혀라익혀라..
4.4. 갖가지갖가지 신상품을신상품을 판매하는판매하는 사람들의사람들의 선전에선전에 현혹되지현혹되지 말라말라. . 시간절약을시간절약을 위한위한 대부분의대부분의

도구들은도구들은 대체로대체로 시간을시간을 절약해절약해 주지주지 않으며않으며 오히려오히려 그그 것들을것들을 관리하는데관리하는데 시간을시간을 뺏긴다뺏긴다..
5.5. 물건을물건을 소유하지소유하지 않으면서않으면서 즐기는즐기는 법을법을 배워라배워라..
6.6. 창조물에창조물에 더더 깊이깊이 감사하는감사하는 마음을마음을 갖으라갖으라..

지구와지구와 친해져라친해져라 그리고그리고 시간이시간이 날날 때마다때마다 걷자걷자. . ‘‘이이 세상과세상과 그그 안에안에 가득찬가득찬 것이것이 모두모두 야훼의야훼의 것것, , 이이 땅과땅과 그그 위에위에 사는사는
것이것이 모두모두 야훼의야훼의 것것’’ ((시편시편 24 : 1)24 : 1)이라는이라는 점을점을 다시다시 한번한번 느끼자느끼자..

7.7. ‘‘지금지금 사고사고 나중에나중에 지불하라지불하라..’’는는 식의식의 조건은조건은 의심해의심해 보는보는 것이것이 좋다좋다..
8.8. 정직하게정직하게 말하라는말하라는 예수의예수의 가르침에가르침에 충실히충실히 따르자따르자..

““너희는너희는 그저그저 ‘‘예예’’ 할할 것은것은 ‘‘예예’’ 하고하고 ‘‘아니오아니오’’ 할할 것은것은 ‘‘아니오아니오’’ 라고만라고만 하여라하여라. . 그그 이상의이상의 말은말은 악에서악에서 나오는나오는 것이다것이다..””
((마태오마태오 5 : 37)5 : 37)

9.9. 다른다른 사람들의사람들의 고난을고난을 불러일으킬불러일으킬 일은일은 삼가라삼가라..
자원이자원이 한정도니한정도니 이이 세상에서세상에서 부와부와 쾌락을쾌락을 추구한다면추구한다면 누군가를누군가를 가난하게가난하게 만드는만드는 일이일이 아닐까아닐까??

10.10.하느님의하느님의 나라를나라를 최상의최상의 목표로목표로 추구하는추구하는 데데 방해가방해가 되는되는 것들을것들을 멀리멀리 하라하라. . 도리도리, , 즉즉 선을선을 추구하다가도추구하다가도

우리는우리는 초점을초점을 잃기잃기 쉽다쉽다. . 직업직업, , 지위지위, , 신분신분, , 가족가족, , 친구친구, , 안전안전 등등 관심을관심을 앗아갈앗아갈 수수 있는있는 것들이것들이 너무나너무나 많많

기기 때문이다때문이다..

리처드리처드 포스터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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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라는두려움이라는 악마악마, , 독이독이 되는되는 두려움두려움

일시적이고일시적이고 늘늘 위험한위험한 다음의다음의 것들을것들을 자기자기 가치가치

의의 깊이와깊이와 안전의안전의 원천원천으로으로 깊이깊이 의존한다면의존한다면 두두

려움려움은은 더더 커질커질 뿐이다뿐이다..

불완전한불완전한 인간과인간과 인간관계인간관계

오류가오류가 있는있는 조직과조직과 기관들기관들

물질적인물질적인 재산재산

금방금방 옛옛 것이것이 되는되는 기술기술, , 정보정보, , 지식지식
행운과행운과 좋은좋은 목적목적

과거의과거의 성공과성공과 미래의미래의 행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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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하느님에 대한대한 두려움두려움
야훼를야훼를 경외하는경외하는 것이것이 지혜의지혜의 근원이요근원이요, , 그대로그대로 사는사는 사람이사람이 슬기를슬기를 깨친깨친 사람이다사람이다. . 주님주님 찬찬
송송 영원히영원히 울려라울려라.                                                               .                                                               ♦♦ 시편시편 111 : 10111 : 10

야훼의야훼의 말씀은말씀은 순수하여순수하여 영원토록영원토록 흔들리지흔들리지 아니하고아니하고 야훼의야훼의 법령은법령은 참되어참되어 옳지옳지 않은않은 것이것이
없다없다. . ““임랄임랄””((말씀말씀))을을 ““이르알이르알””((경외함경외함))로로 읽으면읽으면 ““야훼를야훼를 경외함경외함..”” 이라고이라고 옮길옮길 수수 있다있다..

♦♦ 시편시편 19 : 919 : 9

하느님하느님, , 당신은당신은 두려우신두려우신 분분, , 한번한번 분노를분노를 터뜨리시면터뜨리시면 누가누가 감히감히 당신당신 앞에앞에 버티리이까버티리이까? ? 
♦♦ 시편시편 76 : 776 : 7

야훼를야훼를 두려워하여두려워하여 섬기는섬기는 사람은사람은 힘이힘이 있어있어 자식들에게자식들에게 믿음직한믿음직한 의지가의지가 된다된다. . 
♦♦ 잠언잠언 14 : 2614 : 26

야훼를야훼를 경외해야경외해야 살살 시간이시간이 열려열려, , 먹고먹고 쉬는쉬는 데데 아쉬움아쉬움 없고없고 재양을재양을 면한다면한다. . 
♦♦ 잠언잠언 19 : 2319 : 23

하느님을하느님을 참마음으로참마음으로 사랑하면사랑하면 죄를죄를 용서용서 받고받고 야훼를야훼를 경외하면경외하면 재앙을재앙을 면한다면한다. . 
♦♦ 잠언잠언 16 : 616 : 6

베드로는베드로는 이렇게이렇게 말을말을 시작하였다시작하였다. . ““나는나는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사람을사람을 차별대우하지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않으시고 당신당신

을을 두려워하며두려워하며 올바르게올바르게 사는사는 사람이면사람이면 어느어느 나라나라 사람이든지사람이든지 다다 받아받아 주신다는주신다는 사실을사실을 깨깨

달았습니다달았습니다..””
♦♦ 사도행전사도행전 10 : 34 ~ 10 : 34 ~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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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로남에탄로남에 대한대한 두려움두려움

유다유다 지도자들지도자들 중에서도중에서도

예수를예수를 믿는믿는 사람들이사람들이 많았으나많았으나

바리사이파바리사이파 사람들이사람들이 두려워서두려워서

예수예수 믿는다는믿는다는 말을말을 드러내드러내 놓고놓고 하지는하지는 못하였다못하였다. . 
회당에서회당에서 쫓겨날까쫓겨날까 겁이겁이 났던났던 것이다것이다..

♦♦ 요한요한 12 : 4212 : 42

과연과연 악한악한 일을일을 일삼는일삼는 자가자가

누구나누구나 자기자기 죄상이죄상이 드러날까봐드러날까봐

빛을빛을 미워하고미워하고 멀리한다멀리한다..
♦♦ 요한요한 3 : 20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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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사람에 대한대한 두려움두려움
사람을사람을 겁내면겁내면 올가미에올가미에 걸리지만걸리지만 야훼만야훼만 믿으면믿으면 안전하다안전하다..

잠언잠언 29 : 2529 : 25

통치자들은통치자들은 악을악을 행하는행하는 자에게나자에게나 두려운두려운 존재이지존재이지 선을선을 행하는행하는 사람들사람들

에게는에게는 두려울두려울 것이것이 없습니다없습니다. . 통치자를통치자를 두려워하지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않으려거든 선을선을

행하십시오행하십시오. . 그러면그러면 그에게서그에게서 칭찬을칭찬을 받을받을 것입니다것입니다. . 
로마서로마서 13 : 313 : 3

나의나의 친구들아친구들아, , 잘잘 들어라들어라. . 육신은육신은 죽여도죽여도 그그 이상은이상은 더더 어떻게어떻게 하지하지 못못

하는하는 자들을자들을 두려워하지두려워하지 말라말라. . 너희가너희가 두려워해야두려워해야 할할 분이분이 누구인가를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알려주겠다. . 그분은그분은 육신을육신을 죽인죽인 뒤에뒤에 지옥에지옥에 떨어뜨릴떨어뜨릴 권한까지권한까지 가지가지

신신 하느님이다하느님이다. . 그렇다그렇다 이분이야말로이분이야말로 참으로참으로 두려워해야두려워해야 할할 분이다분이다..
루가루가 12 : 4 ~ 512 : 4 ~ 5

너희를너희를 위로할위로할 자자, , 나밖에나밖에 도도 누가누가 있으랴있으랴? ? 어찌하여어찌하여 너희는너희는 죽을죽을 인생인생

을을 겁내느냐겁내느냐? ? 말라버릴말라버릴 풀풀 같은같은 인생을인생을 겁내느냐겁내느냐??
이사야이사야 51 : 125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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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두려움과 신앙인신앙인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주신주신 성령은성령은 우리에게우리에게 비겁한비겁한 마음을마음을

주는주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힘과힘과 사랑과사랑과 절제를절제를 주십니다주십니다..
II II 디모데오디모데오 1 : 71 : 7

사랑에는사랑에는 두려움이두려움이 없습니다없습니다. . 완전한완전한 사랑은사랑은 두려움을두려움을 몰아냅니다몰아냅니다. . 두두
려움은려움은 징벌을징벌을 생각할생각할 때때 생기는생기는 것입니다것입니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두려움을두려움을 품는품는 사사

람은람은 아직아직 사랑을사랑을 완성하지완성하지 못한못한 사람입니다사람입니다..
요한요한 I I 서서 4 : 184 : 18

아무아무 걱정도걱정도 하지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 언제나언제나 감사하는감사하는 마음으로마음으로 기도하고기도하고 간구간구

하며하며 여러분의여러분의 소원을소원을 하느님께하느님께 아뢰십시오아뢰십시오. . 그러면그러면 사람으로서는사람으로서는 감히감히

생각할생각할 수도수도 없는없는 하느님의하느님의 평화가평화가 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 믿는믿는 여러분의여러분의 마마

음과음과 생각을생각을 지켜주실지켜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필립보서필립보서 4 : 6 ~ 74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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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미래에 대한대한 두려움두려움

““그러므로그러므로 무엇을무엇을 먹을까먹을까 무엇을무엇을 마실까마실까, , 또또 무엇을무엇을 입을까입을까
하고하고 걱정하지걱정하지 마라마라. . 이런이런 것들은것들은 모두모두 이방인들이이방인들이 찾는찾는 것것
이다이다..

하늘에하늘에 계신계신 아버지께서는아버지께서는 이이 모든모든 것이것이 너희에게너희에게 있어야있어야 할할
것을것을 잘잘 알고알고 계신다계신다. . 너희는너희는 먼저먼저 하느님의하느님의 나라와나라와 하느님하느님
께서께서 의롭게의롭게 여기시는여기시는 것을것을 구하여라구하여라. . 그러면그러면 이이 모든모든 것도것도
곁들여곁들여 받게받게 될될 것이다것이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내일내일 일은일은 걱정하지걱정하지 마라마라. . 내일내일 걱정은걱정은 내일에내일에 맡맡
겨라겨라. . 하루의하루의 괴로움은괴로움은 그그 날에날에 겪는겪는 것만으로것만으로 족하다족하다..””

마태오마태오 6 : 31 ~ 346 : 31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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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두려움을 치료하는치료하는 방법방법

1.1. 상황을상황을 정확하게정확하게 평가하라평가하라..

2.2. 위태로운위태로운 것은것은 무엇인가무엇인가? ? 안전한안전한 것은것은 무엇인가무엇인가??

3.3. 이이 위험은위험은 실제인가실제인가? ? 추측인가추측인가??

4.4. 단기적으로단기적으로 필요한필요한 대응책은대응책은 무엇인가무엇인가??

5.5. 어떤어떤 도움을도움을 받을받을 수수 잇는가잇는가??

6.6. 환자가환자가 된된 자신이나자신이나 조직을조직을 안정시켜안정시켜 기운을기운을 회복케회복케 하라하라..

7.7. 신뢰신뢰, , 믿음믿음, , 희망희망, , 사랑을사랑을 필요한필요한 만큼만큼 발휘하라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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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하느님을하느님을 배척하는가배척하는가??
How Do We Edge God Cut?How Do We Edge God Cut?

하느님하느님 대신대신 다른다른 것을것을 숭배한다숭배한다..

안전과안전과 만족의만족의 원천으로원천으로 하느님하느님 대신대신 다른다른 어떤어떤

것에것에 의지한다의지한다..

자기자기 가치를가치를 높이기높이기 위해위해 하느님하느님 대신대신 다른다른 이들이들

을을 주요주요 관객으로관객으로 삼는다삼는다..

하느님의하느님의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에서사랑에서 멀어지면멀어지면 다른다른 사사

람들과람들과 교제하는교제하는 데데 두려움을두려움을 느낀다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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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하느님을하느님을 찬양하는가찬양하는가
How to altar my Leadership EGOHow to altar my Leadership EGO

교만과교만과 두려움두려움 대신대신 겸손과겸손과 신뢰가신뢰가 건전한건전한 인간관계와인간관계와 리더십을리더십을 만든다만든다. . 분열분열
대신대신 협동과협동과 자기수용이자기수용이 좋은좋은 결과를결과를 가져온다가져온다. . 그리고그리고 왜곡대신왜곡대신 진실이진실이 인간인간

관계를관계를 회복시키고회복시키고 깨끗하게깨끗하게 한다한다..

하느님을하느님을 찬양하는찬양하는 방법방법
그대그대 그것을그것을 생각해봄으로써생각해봄으로써 지금지금 이곳에이곳에

대한대한 불변의불변의 통찰력을통찰력을 깨닫는다깨닫는다..

단순한단순한 성공성공 그그 이상의이상의 고차원적고차원적 인생목적인생목적, , 즉즉 자신을자신을 포기하여포기하여 희희

생하는생하는 삶을삶을 목적으로목적으로 삼는삼는 리더가리더가 되도록되도록 노력한다노력한다..

내가내가 믿는믿는 하느님과하느님과 그의그의 왕국왕국, , 내내 삶과삶과 리더십에리더십에 대한대한 하느님의하느님의 요요

구에구에 부응하는부응하는 나의나의 믿음과믿음과 순종의순종의 수준을수준을 성실하게성실하게 평가한다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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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신앙에 기초한기초한 리더십을리더십을 위한위한 1212단계단계
1.1.나는나는 자아의자아의 요구를요구를 쫓고쫓고 지상에서의지상에서의 성공을성공을 추구하기추구하기 위해위해 리더로서의리더로서의 영향력영향력

을을 행사한행사한 적이적이 있으며있으며 그런그런 나의나의 리더십은리더십은 예수가예수가 모범으로모범으로 보여준보여준 섬기는섬기는 리더리더

십이십이 아니었음을아니었음을 인정한다인정한다..
2.2.예수가예수가 모범으로모범으로 보여준보여준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을리더십을 따른다면따른다면 하느님이하느님이 내내 리더십리더십 동기와동기와

생각생각, , 행동을행동을 변화시켜변화시켜 주시리라주시리라 믿는다믿는다..
3.3.내내 리더십이리더십이 하느님의하느님의 듯에듯에 맞도록맞도록 노력하고노력하고 예수와예수와 그의그의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을리더십을 배우배우

는는 제자가제자가 되기로되기로 결심한다결심한다..
4.4.섬기는섬기는 리더십과리더십과 조화되지조화되지 않은않은 나의나의 리더십리더십 동기와동기와 생각생각, , 행동들을행동들을 조사하여조사하여 목목

록을록을 작성한다작성한다..
5.5.예수가예수가 자랑스러워하지자랑스러워하지 않는않는 방식으로방식으로 내가내가 행동할행동할 때때 내내 리더십에리더십에 어떤어떤 결함이결함이

있는지있는지 하느님과하느님과 나나 자신자신, , 그리고그리고 적어도적어도 다른다른 한한 사람에게사람에게 솔직하게솔직하게 고백한다고백한다..

6.6.내내 리더십에리더십에 결함을결함을 일으키는일으키는 모든모든 특징적인특징적인 결점들을결점들을

하느님이하느님이 제거해제거해 주실주실 수수 있도록있도록 완벽하게완벽하게 준비한다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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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신앙에 기초한기초한 리더십을리더십을 위한위한 1212단계단계
6.6.내내 결점을결점을 없애없애 주시고주시고 인정인정, , 권력권력, , 탐욕탐욕 및및 두려움의두려움의 유혹에유혹에 빠지지빠지지 않도록않도록 해해

주시길주시길 하느님께하느님께 겸손하게겸손하게 기도한다기도한다..
7.7.내가내가 이기적인이기적인 리더십으로리더십으로 해를해를 입혔을지입혔을지 모르는모르는 사람들의사람들의 목록을목록을 만들고만들고 그들그들

모두에게모두에게 보상하려고보상하려고 노력한다노력한다..
8.8.당사자나당사자나 다른다른 사람에게사람에게 오히려오히려 상처를상처를 주게주게 되는되는 경우가경우가 아니라면아니라면 가능할가능할 때때 언언

제라도제라도 그들에게그들에게 직접직접 보상한다보상한다..
9.9.리더십리더십 역할에역할에 관한관한 목록을목록을 꾸준히꾸준히 작성한다작성한다. . 그리고그리고 잘못을잘못을 저지르고저지르고 있음을있음을 깨깨

달으면달으면 즉시즉시 그그 사실을사실을 인정한다인정한다..

10.10.예수가예수가 보여보여 준준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의리더십의 모범을모범을 닮기닮기 위해위해 고독고독, , 기도기도, , 성경성경 학습을학습을 열열

심히심히 훈련하고훈련하고 나에게나에게 베풀어베풀어 주시는주시는 하느님의하느님의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을사랑을 신뢰한다신뢰한다. . 또또
내가내가 지위할지위할 책임이책임이 있는있는 사람들을사람들을 만날만날 때때 먼저먼저 섬기는섬기는 자가자가 되고되고 그그 다음다음 리더리더

가가 되기되기 위해위해 꾸준히꾸준히 노력한다노력한다..

11.11.섬기는섬기는 리더십에리더십에 대해대해 ‘‘심장마비심장마비’’를를 일으켰던일으켰던 나는나는 이제이제 이이 메시지를메시지를

다른다른 리더들에게리더들에게 전하고전하고 그것을그것을 실천하기실천하기 위해위해 온갖온갖 노력을노력을 기울인다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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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손손

The Hands of The Hands of 
Servant LeaderServan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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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그러니 그저그저 듣기만듣기만 하여하여

자기자기 자신을자신을 속이는속이는 사람이사람이 되지되지 말고말고

말씀대로말씀대로 실천하는실천하는 사람이사람이 되십시오되십시오..

♦♦ 야고보서야고보서 1 : 22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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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준비준비
The Servant LeaderThe Servant Leader

발달발달 영역을영역을 위한위한 두두 가지가지 지침지침

혁신적인혁신적인 변화를변화를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관리하는관리하는 힘힘이이 무엇인지무엇인지 알기알기

조직의조직의 목표목표 성취와성취와 더불어더불어 부하부하 직원들의직원들의 성장과성장과 발전을발전을 도모도모하기하기 위해위해 예예
수가수가 모범을모범을 보여보여 준준 상황상황 대응별대응별 리더십리더십 II II 개념을개념을 응용하기응용하기

무슨무슨 일이나일이나 사람을사람을 섬긴다는섬긴다는 생각으로생각으로 하지하지 말고말고 주님을주님을 섬섬

기듯이기듯이 정성껏정성껏 하십시오하십시오. . 여러분은여러분은 주님께서주님께서 약속하신약속하신 것을것을

상으로상으로 받게받게 되리라는되리라는 것을것을 기억해야기억해야 합니다합니다. . 여러분은여러분은 주님주님

이신이신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섬기는섬기는 사람들입니다사람들입니다..
골로사이골로사이 3 : 23 ~ 243 : 23 ~ 24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쟁기를쟁기를 잡고잡고 뒤를뒤를 자꾸자꾸 돌아다돌아다 보는보는 사람은사람은 하하

느님느님 나라에나라에 들어들어 갈갈 자격이자격이 없다없다..”” 하고하고 말씀하셨다말씀하셨다. . 
루가루가 9 : 62 9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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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변화를 일으키는일으키는 힘힘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Change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Change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난이도와난이도와 요구되는요구되는 시간에시간에 따른따른 네네 가지가지 구분구분

지식지식 ::
변화시키기변화시키기 가장가장 쉬운쉬운 영역이다영역이다. . 

태도태도 ::
지식을지식을 받아들이는받아들이는 정서이다정서이다. . 태도를태도를 변화시키는변화시키는 것은것은 지식을지식을 변변

화화 시키는시키는 것보다것보다 휠씬휠씬 어렵다어렵다..
실천실천 ::
흡연이흡연이 나쁘다는나쁘다는 사실을사실을 알고알고 있고있고((지식지식), ), 정말정말 담배를담배를 끊고끊고 싶어싶어
한다한다((태도태도). ). 하지만하지만 금연을금연을 실천하기란실천하기란 정말정말 어렵다어렵다..

조직의조직의 변화변화
가장가장 어려운어려운 변화이다변화이다. . 한두한두 명이명이 아니라아니라 여러여러 사람의사람의 지식과지식과 태도태도

그리고그리고 실천에실천에 영향을영향을 미쳐야미쳐야 하기하기 때문이다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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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변화를 맞는맞는 사람들의사람들의 일곱일곱 가지가지 반응반응
-- 변화를변화를 방해하는방해하는 리더들에게리더들에게

변화가변화가 닥치면닥치면 사람들은사람들은 난처해하고난처해하고 안절부절안절부절 못하며못하며 자기자기 중심적중심적으로으로 생각한다생각한다..
그들에게그들에게 무엇을무엇을 기대하는지기대하는지 말하라말하라..

모두가모두가 함께함께 같은같은 변화를변화를 겪고겪고 있는데도있는데도 혼자서만혼자서만 힘들다고힘들다고 느낀다느낀다..
직원들직원들 간의간의 유대를유대를 강화시키는강화시키는 활동을활동을 마련하라마련하라. . 개개인의개개인의 서로의서로의 생각을생각을 나누고나누고 서로서로
도와도와 함께함께 일하며일하며 변화를변화를 감당할감당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장려한다장려한다..

포기포기해야해야 할할 것들부터것들부터 생각한다생각한다..
변화의변화의 노력으로노력으로 얻어지는얻어지는 혜택을혜택을 처음부터처음부터 이해시키려이해시키려 노력하지노력하지 말라말라..무엇을무엇을 상실하상실하
는지는지 느끼고느끼고 슬퍼하도록슬퍼하도록 내버려내버려 두라두라. . 그들의그들의 말을말을 성의껏성의껏 들어들어 주어라주어라..

너무너무 많은많은 변화이기변화이기 때문에때문에 모든모든 것을것을 한꺼번에한꺼번에 다해내야다해내야 한다고한다고 생각생각한다한다..
변화가변화가 필요한필요한 일의일의 순위를순위를 정하고정하고 장기전을장기전을 계획하라계획하라..

변화를변화를 이루기이루기 위한위한 자원자원((시간시간, , 자금자금, , 기술기술 등등))이이 부족부족하다고하다고 걱정한다걱정한다..
창조적으로창조적으로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도록해결하도록 격려하라격려하라..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대처대처 수준이수준이 사람마다사람마다 다르다다르다..
사람들을사람들을 섣불리섣불리 판단하거나판단하거나 흠을흠을 잡지잡지 말라말라..

강제강제가가 사라지면사라지면 예전예전 습관으로습관으로 되돌아되돌아 가려고가려고 한다한다..
계속계속 변화하고변화하고 그그 과정을과정을 끝까지끝까지 잘잘 해내기해내기 위해위해 최선을최선을 다하도록다하도록 만들라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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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과 성과를성과를 중시하기중시하기

유능한유능한 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가장가장 결정적인결정적인 증거는증거는
그가그가 없을없을 때때 나타난다나타난다..
예수가예수가 더더 이상이상 육신의육신의 형태로형태로 제자들제자들 곁에곁에 머물머물 수수 없게없게 된된 후에도후에도 그그

의의 가르침을가르침을 받은받은 리더들은리더들은 계속해서계속해서 세상을세상을 변화시켜변화시켜 갔다갔다..

““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 명한명한 모든모든 것을것을

지키도록지키도록 가르쳐라가르쳐라. . 
내가내가 세상세상 끝날까지끝날까지

항상항상 너희와너희와 함께함께 있겠다있겠다..””
마태오마태오 28 : 202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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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혁신적인 리더십리더십
TrnasformationalTrnasformational LeadershipLeadership--jesusjesus as a situationalas a situational

의욕만의욕만 넘치는넘치는 초보자초보자 단계의단계의 제자들을제자들을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부어부’’로로 훈련시키고훈련시키고 변화시킬변화시킬

때때, , 예수는예수는 방향제시와방향제시와 지원에지원에 대한대한 제자들의제자들의 요구에요구에 응하기응하기 위해위해 색다른색다른 리더리더

십십 스타일을스타일을 택했다택했다. . 상황대응형상황대응형 리더십리더십 IIII®®는는 예수가예수가 모범으로모범으로 보여준보여준 섬기는섬기는

리더십의리더십의 원칙을원칙을 설명하고설명하고 응용할응용할 수수 있는있는 실용적인실용적인 구조를구조를 제공한다제공한다..

상황대응형상황대응형 리더십리더십 IIII
상황대응형상황대응형 리더가리더가 되기되기 위한위한 세세 가지가지 기술이기술이 있있

다다. . 상황진단상황진단, , 유연성유연성, , 성과지향성과지향 파트너십파트너십이라는이라는

세가지세가지 기술이기술이 바로바로 그것이다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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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황 진단진단
의욕과의욕과 역량의역량의 네네 가지가지 기본기본 조합에조합에 따라따라 개인의개인의 발달발달 수준은수준은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결정된다결정된다..

발달발달 수준수준 1 : 1 : 의욕만의욕만 넘치는넘치는 초보자초보자

임무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지만 관련 분
야의 임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

예 :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날, 운전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지만 운전 능력
은 많이 부족하다.
발달발달 수준수준 2 : 2 : 환상에서환상에서 깨어난깨어난 수습생수습생

경험과 능력이 조금 있지만 학습과정에서
겪은 몇 번의 좌절로 생각보다 가제가 어
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탓에 의욕과 열정이
줄어든 사람

예 : 첫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시동이 꺼
지자 울음을 터뜨린다.

발달발달 수준수준 3 : 3 : 역량은역량은 있지만있지만 조심스러운조심스러운 업무업무 수행자수행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졌지만 의욕
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혹은 매우 조심
스런 태도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예 : 운전 연습할 때는 잘 하다가 시험 때
안절부절못하다 떨어진다.

발달발달 수준수준 4 : 4 : 전문가전문가 / / 자기자기 주도적주도적 성취자성취자

특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역
량이 있으며 의욕도 높은 사람

예 :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하고 매일 학
교에 차를 몰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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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유연성
리더는리더는 유연성을유연성을 발휘해서발휘해서 개개인이개개인이 목표나목표나 과제를과제를 성취하성취하

도록도록 돕기돕기 위해위해 다양한다양한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을스타일을 자유자재로자유자재로 활용활용할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

지시지시행동행동
언제언제, , 어디서어디서, , 무엇을무엇을, , 어떻게어떻게 해야해야 하는지하는지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지시하기지시하기

지원지원행동행동
말을말을 들어주기들어주기, , 경정행위에경정행위에 직원들을직원들을 참여시키기참여시키기, , 격려격려
하기하기, , 일의일의 진전을진전을 칭찬하고칭찬하고 다른다른 사람들과사람들과 상호작용을상호작용을
용이하게용이하게 해해 주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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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향성과지향 파트너십파트너십

리더는리더는 직원들이직원들이 목표목표 성취를성취를 위해위해 함께함께 일할일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을방법을 그들과그들과 함께함께 모색해야모색해야 한다한다..

그리고그리고 그렇게그렇게 결정된결정된 약속은약속은

모두모두 따라야따라야 한다한다..
또또 리더가리더가 발달발달 수준별로수준별로 적당한적당한 리더십을리더십을 발휘하발휘하

는는 것도것도 여기여기 포함된다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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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리더십의 네네 가지가지 유형유형
Four Leadership stylesFour Leadership styles

스타일스타일 1 : 1 : 지시형지시형 –– 지시는지시는 많고많고 지원은지원은 적은적은 형형
임무와임무와 목표에목표에 대해대해 명확하게명확하게 지시하고지시하고, , 결과에결과에 따라따라 잦은잦은 피드백을피드백을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 일의일의 실행과정을실행과정을
면밀하게면밀하게 관찰하는관찰하는 리더리더..
예예 : : 딸의딸의 첫첫 번째번째 운전면허운전면허 시험시험 때때, , 시동을시동을 걸기에걸기에 앞서앞서 딸에게딸에게 필요한필요한 일의일의 정확한정확한 순서를순서를 미리미리 말말
해주는해주는 아버지아버지

스타일스타일 2 : 2 : 지도형지도형 –– 지시도지시도 많고많고 지원도지원도 많은많은 형형
이유를이유를 설명해설명해 주고주고 제안하기도제안하기도 하며하며 실력이실력이 향상되면향상되면 칭찬하지만칭찬하지만 과제과제 수행과정을수행과정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지지
시한다시한다..
예예 : : 시험운전을시험운전을 하던하던 딸이딸이 울음을울음을 멈춘멈춘 후후, , 딸에게딸에게 거울을거울을 정확하게정확하게 조정했고조정했고 안전벨트를안전벨트를 잘잘 맸다고맸다고
칭찬한칭찬한 다음다음, , 차를차를 다시다시 출발시키기출발시키기 전에전에 클러치에서클러치에서 발을발을 떼야떼야 한다는한다는 것을것을 기억하는지기억하는지 재차재차 확인확인
하는하는 아버지아버지

스타일스타일 3 : 3 : 지원형지원형 –– 지원은지원은 많고많고 지시는지시는 적은적은 형형
서로간의서로간의 상호관계를상호관계를 원활하게원활하게 하도록하도록 돕고돕고, , 사람들의사람들의 말을말을 잘잘 들어준다들어준다. . 또또 의견을의견을 말하게말하게 하고하고, , 격격
려와려와 지원을지원을 아끼지아끼지 않지만않지만 지시는지시는 거의거의 하지하지 않는다않는다..
예예 : : 첫첫 번째번째 운전면허운전면허 시험에서시험에서 떨어진떨어진 딸을딸을 안아주고안아주고 아이에게아이에게 집까지집까지 차를차를 몰고몰고 가가 보라고보라고 격려하격려하
는는 아버지아버지

스타일스타일 4 :4 : 위임형위임형 –– 지원도지원도 직고직고 지시도지시도 적은적은 형형
직원들이직원들이 과제를과제를 수행하기수행하기 위해위해 적절한적절한 지원을지원을 하며하며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행동할행동할 수수 있게있게 해해 주는주는 리더리더

예예 : : 딸엑딸엑 매일매일 차를차를 몰고몰고 다니도록다니도록 허용하는허용하는 부모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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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의욕만 넘치는넘치는 초보자초보자 단계의단계의 제자들제자들 ((발달수준발달수준 1)1)
-- 역량은역량은 낮고낮고 의욕은의욕은 높다높다

예수께서예수께서 갈릴래아갈릴래아 호숫가를호숫가를 걸어걸어 가시다가가시다가 베드로라는베드로라는 시몬과시몬과 안드레아안드레아 형제가형제가

그물을그물을 던지고던지고 있는있는 것을것을 보셨다보셨다. . 그들은그들은 어부였다어부였다. . 예수께서예수께서 그들에게그들에게 ““나를나를 따따
라라 오너라오너라. . 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부로어부로 만들겠다만들겠다..”” 하시자하시자 그들은그들은 곧곧 그물을그물을

버리고버리고 예수를예수를 따라따라 갔다갔다. .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거기서거기서 조금조금 더더 가시다가가시다가 이번에는이번에는 제베대제베대

오의오의 아들아들 야고보와야고보와 요한요한 형제를형제를 보셨는데보셨는데 그들은그들은 자기자기 아버지아버지 제베대오와제베대오와 함께함께

배에서배에서 그물을그물을 손질하고손질하고 있었다있었다. . 예수께서예수께서 그들을그들을 부르시자부르시자 그들은그들은 곧곧 배를배를 버리버리

고고 아버지를아버지를 떠나떠나 예수를예수를 따라따라 갔다갔다..
마태오마태오 4 : 10 ~ 224 : 10 ~ 22

예수가예수가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부어부’’라는라는 더더 높은높은 사명에사명에 초대했을초대했을 때때 그그
들은들은 열정에열정에 사로잡혀사로잡혀 하고하고 있던있던 일을일을 말말 그대로그대로 던져던져 버렸다버렸다. . 

그들은그들은 의욕이의욕이 넘쳤지만넘쳤지만 새로운새로운 임무를임무를 어떤어떤
식으로식으로 이룰이룰 수수 있는지있는지 전혀전혀 알지알지 못했다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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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형지시형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스타일 1)1)을을 적용한적용한 예수예수
-- 지시는지시는 많고많고 지원은지원은 적다적다

예수께서예수께서 이이 열두열두 사람을사람을 파견하시면서파견하시면서 이렇게이렇게 분부하셨다분부하셨다. . 
““이방인들이이방인들이 사는사는 곳으로도곳으로도 가지가지 말고말고 사마리아사마리아 사람들의사람들의 도도

시에도시에도 들어가지들어가지 말라말라. . 다만다만 이스라엘이스라엘 백성백성 중의중의 길길 잃은잃은 양들양들

을을 찾아찾아 가라가라. . 가서가서 하늘하늘 나라가나라가 다가왔다고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선포하여라. . 앓는앓는
사람은사람은 고쳐주고고쳐주고 죽은죽은 사람은사람은 살려살려 주어라주어라. . 나병환자는나병환자는 깨끗깨끗

이이 낫게낫게 해해 주고주고 마귀는마귀는 쫓아쫓아 내어라내어라. . 너희가너희가 거저거저 받으니받으니 거거

저저 주어라주어라..””

““전대에전대에 금이나금이나 은이나은이나 동전을동전을 넣어넣어 가지고가지고 다니지다니지 말말 것이며것이며

식량자루나식량자루나 여벌의여벌의 옷이나옷이나 신이나신이나 지팡이도지팡이도 가지고가지고 다니지다니지 말말

아라아라. . 일하는일하는 사람은사람은 자기자기 먹을먹을 것을것을 얻을얻을 자격이자격이 있다있다..””
마태오마태오 10 : 5 ~ 1010 :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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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에서환상에서 깬깬 수습생수습생 단계의단계의 제자들제자들 ((발달수준발달수준 2)2)
-- 역량은역량은 별로별로 없고없고 의욕이의욕이 낮음낮음

““주님주님, , 제제 아들이아들이 간질병으로간질병으로 몹시몹시 시달리고시달리고 있으니있으니 자비를자비를 베풀어베풀어 주주

십시오십시오. . 그그 아이는아이는 가끔가끔 불불 속에속에 뛰어뛰어 들기도들기도 하고하고 물물 속에속에 빠지기도빠지기도 합합

니다니다. . 그래서그래서 주님의주님의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데려데려 가가 보았지만보았지만 그들은그들은 고치지고치지 못했못했

습니다습니다..”” 하고하고 말씀말씀 드렸다드렸다..
마태오마태오 17 : 15 ~ 1617 : 15 ~ 16

예수가예수가 그의그의 아들을아들을 치료한치료한 후후 제자들이제자들이 물었다물었다..
사람들이사람들이 없을없을 대에대에 제자들이제자들이 예수께예수께 와서와서 ““저희는저희는 왜왜 마귀를마귀를 쫓아내지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못하였습니까??”” 하고하고 물었다물었다..

마태오마태오 17 : 1917 : 19

사람사람 낚는낚는 어부의어부의 임무를임무를 처음처음 겪게겪게 되었을되었을 때때, , 제자들은제자들은 모모

든든 상황을상황을 처리하기에처리하기에 능력이능력이 부족함부족함을을 깨닫고깨닫고 사기가사기가 꺽인꺽인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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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형지도형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스타일 2)2)을을 적용한적용한 예수예수
-- 지시는지시는 많고많고 지원도지원도 많다많다

예수께서예수께서 이렇게이렇게 대답하셨다대답하셨다. . ““너희의너희의 믿음이믿음이 약한약한 탓이다탓이다. . 
나는나는 분명히분명히 말한다말한다. . 너희에게너희에게 겨자씨겨자씨 한한 알만한알만한 믿음이라믿음이라

도도 있다면있다면 이이 산더러산더러 ‘‘여기서여기서 저기로저기로 옮겨져라옮겨져라..’’ 해도해도 그대그대
로로 될될 것이다것이다. . 너희가너희가 못못 할할 일은일은 하나도하나도 없을없을 것이다것이다..””

마태오마태오 17 : 2017 : 20

성경성경 어디에도어디에도 예수가예수가 제자들의제자들의 실수에실수에 화를화를 내는내는
장면을장면을 찾을찾을 수수 없다없다. . 
진정한진정한 상황상황 대응별대응별 리더는리더는 절대절대 냉정을냉정을 잃지잃지 않으면서않으면서, , 
직원직원 한한 사람사람 한한 사람이사람이 자기자기 주도적주도적 성취자가성취자가 되도록되도록 돕돕
기기 위해위해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을스타일을 적당하게적당하게 조정할조정할 줄줄 안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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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역량은 있지만있지만 조심스러운조심스러운 업무수행자업무수행자 베드로베드로 ((발달수준발달수준 3)3)
-- 역량은역량은 비교적비교적 높으나높으나 의욕은의욕은 자주자주 변한다변한다

예수께서예수께서 물물 위를위를 걸어걸어 오시는오시는 것을것을 본본 제제

자들은자들은 겁에겁에 질려질려 엉겁결에엉겁결에 ““유령이다유령이다!!””
하며하며 소리를소리를 질렀다질렀다. . 예수께서예수께서 제자들을제자들을

향하여향하여 ““나다나다, , 안심하여라안심하여라. . 겁낼겁낼 것것 없다없다..””
하고하고 말씀하셨다말씀하셨다. . 베드로가베드로가 예수께예수께 ““주님주님
이십니까이십니까? ? 그러시다면그러시다면 저더러저더러 물물 위로위로 걸걸

어오라고어오라고 하십시오하십시오..”” 하고하고 소리쳤다소리쳤다. . 예수예수
께서께서 ““오너라오너라..”” 하시자하시자 베드로는베드로는 배에서배에서

내려내려 물물 위로위로 밟고밟고 그에게로그에게로 걸어걸어 갔다갔다..

그러다가그러다가 거센거센 바람을바람을 보자보자 그만그만 무서운무서운

생각이생각이 들어들어 물에물에 빠져빠져 들게들게 되었다되었다. . 그는그는
““주님주님, , 살려주십시오살려주십시오!!”” 하고하고 비명을비명을 질렀질렀

다다..
마태오마태오 14 : 26 ~ 3014 : 2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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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지원형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스타일 3)3)을을 적용한적용한 예수예수
-- 지원은지원은 많고많고 지시는지시는 적다적다

베드로가베드로가 자신감을자신감을 잃었을잃었을 때때

예수는예수는 바로바로 지원형지원형 리더십리더십을을 선택하셨다선택하셨다..

예수께서예수께서 곧곧 손을손을 내밀어내밀어 그를그를 붙잡으시며붙잡으시며

““왜왜 의심을의심을 품었는냐품었는냐? ? 그렇게도그렇게도 믿음이믿음이 약하냐약하냐??””
하고하고 말씀말씀 하셨다하셨다..

마태오마태오 14 : 3114 : 31



Friday, April 29, 2005 page 73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전문가로서의전문가로서의 베드로베드로 ((발달수준발달수준 4)4)
-- 역량도역량도 높고높고 의욕도의욕도 높다높다

““그러므로그러므로 이스라엘의이스라엘의 온온 백성은백성은 분명히분명히 알아알아 두시오두시오. . 여러여러
분이분이 십자가에십자가에 못박아못박아 죽인죽인 예수를예수를 하느님께서는하느님께서는 우리의우리의 주주

님이님이 되게되게 하셨고하셨고 그리스도가그리스도가 되게되게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사람들은사람들은

이이 말을말을 듣고듣고 마음이마음이 찔려찔려 베드로와베드로와 사도들에게사도들에게 ““형제형제 여러여러
분분 , , 그러면그러면 우리는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하면하면 좋겠습니까좋겠습니까??”” 하고하고 물었다물었다. . 
베드로가베드로가 이렇게이렇게 대답하셨다대답하셨다..

““회개하시오회개하시오. . 그리고그리고 여러분은여러분은 한한 사람도사람도 빠짐없이빠짐없이 예수예수 그그

리스도의리스도의 이름으로이름으로 세례를세례를 받고받고 여러분의여러분의 죄를죄를 용서받으시용서받으시

오오. . 그리하면그리하면 성령을성령을 선물로선물로 받게받게 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

사도행전사도행전 1 : 36 ~ 381 : 36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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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형위임형 리더십리더십 ((스타일스타일 4)4)을을 적용한적용한 예수예수
-- 지원은지원은 적고적고 지시도지시도 적다적다

예수는예수는 제자들이제자들이 ‘‘좋은좋은 소식소식((복음복음))’’을을 전파하기전파하기 위해위해 제각기제각기 떠나야떠나야 할할

때가때가 되자되자 위임형위임형 리더십으로리더십으로 바꾸었다바꾸었다..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그들에게그들에게 가까이가까이 오셔서오셔서 이렇게이렇게 말씀하셨다말씀하셨다. . 
““나는나는 하늘과하늘과 땅의땅의 모든모든 권한을권한을 받았다받았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너희는너희는

가서가서 이이 세상세상 모든모든 사람들을사람들을 내내 제자로제자로 삼아삼아 아버지와아버지와 아들아들

과과 성령의성령의 이름으로이름으로 그들에게그들에게 세례를세례를 베풀고베풀고 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

명한명한 모든모든 것을것을 지키도록지키도록 가르쳐라가르쳐라. . 내가내가 세상세상 끝까지끝까지 항상항상

너희와너희와 함께함께 있겠다있겠다..””

마태오마태오 28 : 18 ~ 2028 : 18 ~ 20



Friday, April 29, 2005 page 75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섬기는섬기는 리더의리더의 습관습관

The Habits of The Habits of 
Servant LeaderServan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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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너희는 멈추고멈추고

내가내가 하느님인하느님인 줄줄 알아라알아라. . 
세상세상 만민이만민이

나를나를 높이높이 받들어받들어 섬기리라섬기리라..””

시편시편 46 : 104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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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비전을 향한향한 의욕의욕
The Servant Leader VisionThe Servant Leader Vision

예수가예수가 지상에서지상에서 활동하는활동하는 동안동안 실천했던실천했던 중요한중요한

다섯다섯 가지가지 수양수양 방법방법

고독고독 –– 하느님과하느님과 함께함께 하는하는 시간시간

기도기도 –– 하느님과하느님과 나누는나누는 대화대화

하느님하느님 말씀을말씀을 축적하기축적하기 –– 언젠가언젠가 닥칠닥칠 위기에위기에 대한대한 대비대비

하느님의하느님의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을사랑을 신뢰하기신뢰하기 –– 신뢰를신뢰를 바탕으바탕으

로로 한한 자신감을자신감을 가지고가지고 전진하기전진하기

신뢰신뢰 관계관계 맺기맺기 –– 자신의자신의 약점을약점을 숨기지숨기지 않기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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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고독 –– 하느님과하느님과 함께함께 하는하는 시간시간

리더십과리더십과 성직에성직에 대한대한 시험을시험을 준비할준비할 때때, , 예수는예수는 사막에서사막에서 홀로홀로 4040일을일을 보냈다보냈다..
마태오마태오 4 : 114 : 11

열두열두 제자를제자를 뽁기뽁기 전전 홀로홀로 산에서산에서 밤을밤을 지냈다지냈다.                      .                      루가루가 6 : 126 : 12

다음다음 날날 새벽새벽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먼동이먼동이 트기트기 전에전에 일어나일어나 외딴외딴 곳으로곳으로 가시어가시어 기도하기도하
고고 계셨다계셨다.                                                               .                                                               마르코마르코 1 :351 :35

세례세례 요한의요한의 죽음을죽음을 전해전해 들었을들었을 때때, , 배를배를 타고타고 따로따로 한적한한적한 곳으로곳으로 가셨다가셨다. . 
마태오마태오 14 : 1314 : 13

55천천 명을명을 먹이는먹이는 기적을기적을 행한행한 후후 예수는예수는 조용히조용히 기도하시려고기도하시려고 산으로산으로 올라올라 가가
셨다셨다.                                                               .                                                               마태오마태오 14 : 2314 : 23

침묵과침묵과 고독은고독은 어째어째 위에위에 세상의세상의 짐을짐을 잠시잠시 벗게벗게 하고하고, , 끊임없이끊임없이 사물을사물을 다루고다루고

조절하고조절하고 생각하던생각하던 우리의우리의 습관을습관을 멈추게멈추게 한다한다..

하느님이하느님이 당신에게당신에게 계시는계시는 것을것을 조용하게조용하게 받아받아 들인다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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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과하느님과 함께함께 하는하는 시간시간

하느님과하느님과 함께함께 하는하는 이이 시간에시간에 대해대해 어떤어떤 기대나기대나 협의사항협의사항
을을 정해두지정해두지 마라마라. . 그그 시간을시간을 채우는채우는 것은것은 하느님의하느님의 몫몫이다이다..

아무아무 걱정도걱정도 하지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 언제나언제나 감사하감사하

는는 마음으로마음으로 기도하고기도하고 간구하며간구하며 여러분의여러분의 소소

원을원을 하느님께하느님께 아뢰십시오아뢰십시오. . 그러면그러면 사람으로사람으로

는는 감히감히 생각할생각할 수도수도 없는없는 하느님의하느님의 평화가평화가

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 믿는믿는 여러분의여러분의 마음과마음과 생각생각

을을 지켜지켜 주실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필립보서필립보서 4 : 6 ~ 74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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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기도 –– 하느님과하느님과 나누는나누는 대화대화

새로운새로운 문제나문제나 오래된오래된 욕망에욕망에 부딪힐부딪힐 때때, , 
기도는기도는 마지막마지막 수단이수단이 아니라아니라 첫첫 대응수단대응수단이다이다..

유혹에유혹에 빠지지빠지지 않도록않도록 깨어깨어 기도하여라기도하여라. . 마음은마음은 간절하나간절하나

몸이몸이 말을말을 듣지듣지 않는구나않는구나! ! 하시며하시며 한탄하셨다한탄하셨다..
마태오마태오 26 : 4126 : 41

무엇이든지무엇이든지 우리가우리가 하느님의하느님의 뜻을뜻을 다라다라 청하면청하면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우리의우리의 청을청을 들어들어 주시리라는주시리라는 것을것을 우리는우리는 확신합니다확신합니다. . 우우
리가리가 하느님께하느님께 청하는청하는 것은것은 무엇이든지무엇이든지 다다 들어들어 주신다는주신다는

것을것을 알고알고 있으니있으니 우리가우리가 하느님께하느님께 청한청한 것은것은 이미이미 다다 받은받은

것이나것이나 마찬가지마찬가지 입니다입니다..
요한요한 I I 서서 1 : 14 ~ 151 : 14 ~ 15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ldstaiwan.com/english/images/pray.jpg&imgrefurl=http://www.ldstaiwan.com/english/pictures.htm&h=525&w=375&sz=24&tbnid=z9Rg2zH5HfcJ:&tbnh=128&tbnw=92&start=4&prev=/images%3Fq%3Dpray%26hl%3Den%26lr%3D%26ie%3DUTF-8%26newwindow%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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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기도 하는하는 방법방법 ( ACTS )( ACTS )
찬미찬미 (Adoration)(Adoration)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가 행한 일과 창조한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찬미로 시작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속으로
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
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
덕 잊지 말아라.” 시편 103 : 1 ~ 2

고백고백 (Confession)(Confession)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완전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하므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
입니다.                        요한 I 서 1 : 9

감사감사 (Thanksgiving)(Thanksgiving)
하느님이 특별히 당신을 위해 응답하신 모
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자.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
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심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
는 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에페소서 5 : 19 ~ 20

간청간청 (Supplication)(Supplication)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부탁을 드려도 된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
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태오 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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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하느님의 말씀을말씀을 축적하기축적하기
-- 언젠가언젠가 닥칠닥칠 위기에위기에 대비하기대비하기

여러분은여러분은 이이 세상을세상을 본받지본받지 말고말고 마음을마음을 새롭게새롭게 하여하여 새새 사람이사람이 되십시오되십시오. . 이리이리
하여하여 무엇이무엇이 하느님의하느님의 뜻인지뜻인지, , 무엇이무엇이 선하고선하고 무엇이무엇이 그분그분 마음에마음에 들며들며 무엇이무엇이
완전한완전한 것인지를것인지를 분간하도록분간하도록 하십시오하십시오.                                .                                로마서로마서 12 : 212 : 2

성경성경은은 전부가전부가 하느님의하느님의 계시로계시로 이루어진이루어진 책으로서책으로서 진리를진리를 가르치고가르치고 잘못을잘못을 책책
망하고망하고 허물을허물을 거쳐거쳐 주고주고 올바르게올바르게 사는사는 훈련을훈련을 시키는시키는 데데 유익한유익한 책입니다책입니다. . 이이
책으로책으로 하느님의하느님의 일꾼은일꾼은 모든모든 선한선한 일을일을 할할 수수 잇는잇는 자격과자격과 준비를준비를 갖추게갖추게 됩니됩니
다다.                                                               .                                                               II II 디모테오디모테오 3 : 16 ~ 173 : 16 ~ 17

너희가너희가 나를나를 떠나지떠나지 않고않고 또또 내내 말을말을 간직해간직해 둔다면둔다면 무슨무슨 소원이든지소원이든지 구하는구하는 대대
로로 다다 이루어질이루어질 것이다것이다.                                                        .                                                        요한요한 15 : 715 : 7

““조금만조금만 더더 자야지자야지, , 조금만조금만 더더 눈을눈을 붙여야지붙여야지, , 조금만조금만 더더 일손을일손을 쉬어야지쉬어야지!!”” 하하
겠느냐겠느냐? ? 그러면그러면 가난이가난이 부랑배처럼부랑배처럼 들이닥치고들이닥치고 빈곤이빈곤이 거지처럼거지처럼 달려든다달려든다. . 

잠언잠언 6 : 10 ~ 226 : 10 ~ 22

하느님은하느님은 이이 세상을세상을 극진히극진히 사랑하셔서사랑하셔서 외아들을외아들을 보내주시어보내주시어 그를그를 믿는믿는 사람은사람은
누구든지누구든지 멸망하지멸망하지 않고않고 영원한영원한 생명을생명을 얻게얻게 하여하여 주셨다주셨다.           .           요한요한 3 : 16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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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하느님의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을사랑을 신뢰하기신뢰하기
-- 신뢰를신뢰를 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 자신감을자신감을 가지고가지고 전진하기전진하기

과월절을과월절을 하루하루 앞두고앞두고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이제이제 이이 세상을세상을 떠나떠나 아버아버
지께로지께로 가실가실 때가때가 된된 것을것을 아시고아시고 이이 세상에서세상에서 사랑사랑 하시던하시던
제자들을제자들을 더욱더욱 극진히극진히 사랑해사랑해 주셨다주셨다.             .             요한요한 13 : 113 : 1

섬기는섬기는 리더에게리더에게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은사랑은 무엇을무엇을 의미하는가의미하는가??
자신이자신이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을사랑을 받고받고 있음을있음을 인정해야인정해야 한다한다..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하사...” )
주변주변 사람들을사람들을 조건조건 없이없이 사랑해야사랑해야 한다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 34)

참다운참다운 섬기는섬기는 리더는리더는 무조건적인무조건적인 사랑이사랑이 무엇인지무엇인지

분명하게분명하게 이해이해하고하고 그것을그것을 매일매일 실천실천하는하는 사람이다사람이다..

http://explorefaith.org/pray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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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리더 예수예수

혼자서혼자서 애를애를 쓰는쓰는 것보다것보다 둘이서둘이서 함께함께 하는하는 것이것이 낫다낫다. . 그들그들
의의 수고가수고가 좋은좋은 보상을보상을 받겠기받겠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넘어지면넘어지면 일으켜일으켜
줄줄 사람이사람이 있어있어 좋다좋다. . 외톨이는외톨이는 넘어져도넘어져도 일으켜줄일으켜줄 사람이사람이
없어없어 보기에도보기에도 딱하다딱하다..
혼자서혼자서 막지막지 못할못할 원수도원수도 둘둘 이서는이서는 막을막을 수수 있다있다. . 삼겹으로삼겹으로
줄을줄을 꼬면꼬면 쉽게쉽게 끊어지지끊어지지 않는않는 법이다법이다..

전도서전도서 4 : 9 ~ 10, 124 : 9 ~ 10, 12

쇠는쇠는 쇠에쇠에 대고대고 갈아야갈아야 날이날이 서고서고, , 
사람은사람은 이웃과이웃과 비비대며비비대며 살아야살아야 다듬어다듬어 진다진다..

잠언잠언 27 : 172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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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신뢰 관계관계 맺기맺기
-- 약점을약점을 숨기지숨기지 않기않기, , 도움을도움을 받아들이기받아들이기, , 책임지기책임지기

도가니에서도가니에서 금이나금이나 은을은을 제련하듯제련하듯 칭찬해칭찬해 보아야보아야 사람됨을사람됨을 안다안다..
잠언잠언 27 : 2127 : 21

친구의친구의 꾸짖음은꾸짖음은 좋게좋게 받아받아 들여도들여도 원수의원수의 입맞춤은입맞춤은 거절해야거절해야 한다한다..
잠언잠언 27 : 6  27 : 6  

성장을성장을 하는하는 방법방법

다른다른 사람들의사람들의 피드백에피드백에 마음을마음을 열어두기열어두기

피드백을피드백을 거부하는거부하는 이는이는 유용한유용한 정보를정보를 가진가진 사람의사람의 도움을도움을 받을받을 수수 있는데있는데

도도 불구하고불구하고 그냥그냥 눈먼눈먼 채로채로 살게살게 되는되는 것이다것이다..

자신의자신의 약점을약점을 감추지감추지 않기않기

우리우리 모두모두 약점이약점이 있는있는 존재이다존재이다. . 누구든누구든 어딘가어딘가 부족한부족한 데가데가 있다있다. . 자신의자신의

약점약점 드러내기를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두려워하지 말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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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예수의 관계관계 형성형성

지상에서지상에서 성직을성직을 수행하는수행하는 동안동안 예수는예수는 제자들로제자들로 구성된구성된

소그룹과소그룹과 특별하고특별하고 친밀한친밀한 관계관계를를 유지하셨다유지하셨다..
어디를어디를 가든가든 모여드는모여드는 수백수백, , 수천수천 명의명의 군중에게군중에게 둘러둘러
싸였다싸였다..
이이 마을에서마을에서 저저 마을로마을로 시종일관시종일관 그를그를 따라다니던따라다니던 열댓열댓
명의명의 사람들이사람들이 있었다있었다..
특별히특별히 열두열두 명의명의 제자들을제자들을 뽑아뽑아 그들에게그들에게 자신의자신의 사명사명
을을 위임했다위임했다..
어려운어려운 시기에시기에 기댈기댈 수수 있는있는

세세 명의명의 가장가장 친한친한 친구를친구를 두었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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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격려격려해서해서 사랑과사랑과 좋은좋은 일을일을 하도록하도록 마음을마음을 씁시다씁시다. . 그그
리고리고 어떤어떤 사람들처럼사람들처럼 같이같이 모이는모이는 일을일을 폐지하지폐지하지 말고말고 서서
로로 격려해서격려해서 자주자주 모입시다모입시다. . 더구나더구나 그그 날이날이 가까워가까워 오는오는 것것
을을 아는아는 이상이상 더욱더욱 열심히열심히 모이도록모이도록 합시다합시다..

히브리서히브리서 10 : 24 ~ 1510 : 24 ~ 15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여러분에게 맡겨맡겨 주신주신 양떼를양떼를 잘잘 치십시오치십시오. . 그그
들을들을 잘잘 돌보되돌보되 억지로억지로 할할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하느님의하느님의 뜻을뜻을 따라따라
자신해서자신해서 하며하며 부정한부정한 이익을이익을 탐내서탐내서 할할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기쁜기쁜
마음으로마음으로 하십시오하십시오. . 여러분에게여러분에게 맡겨진맡겨진 양떼를양떼를 지배하려지배하려 들들
지지 말고말고 오히려오히려 그들의그들의 모범이모범이 되십시오되십시오. . 그러면그러면 목자의목자의 으으
뜸이신뜸이신 그리스도가그리스도가 나타나실나타나실 때에때에 여러분은여러분은 시들지시들지 않는않는 영영
광의광의 월계관을월계관을 받게받게 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

베드로베드로 5 : 2 ~ 45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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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사례연구 : : 모세와모세와 이드로이드로 II
이튿날이튿날 아침아침, , 모세가모세가 백성들의백성들의 소송을소송을 재판하기재판하기 위하여위하여 재판석에재판석에 앉았다앉았다. . 백성백성
들은들은 아침부터아침부터 저녁까지저녁까지 모세모세 둘레에둘레에 서서 있었다있었다. . 모세의모세의 장인장인 이드로는이드로는 모세가모세가

백성을백성을 다스리느라고다스리느라고 애쓰는애쓰는 모습을모습을 보고보고 말하였다말하였다..

““백성을백성을 이렇게이렇게 다스리다니다스리다니, , 이게이게 무슨무슨 일인가일인가? ? 아침부터아침부터 저녁까지저녁까지 둘러둘러 서서 있있

는는 이이 백성을백성을 왜왜 혼자혼자 앉아서앉아서 처리하는가처리하는가??”” 그러자그러자 모세는모세는, , ““백성은백성은 하느님께하느님께

서서 판가름해판가름해 주셔야주셔야 할할 일이일이 생기면생기면 저에게저에게 옵니다옵니다. . 무슨무슨 일이든지일이든지 생기면생기면 저에저에

게로게로 옵니다옵니다. . 이웃끼리의이웃끼리의 문제를문제를 제가제가 재판해재판해 주고주고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지키라고지키라고 주신주신

규칙도규칙도 알려알려 주어야주어야 합니다합니다..”” 하고하고 설명하였다설명하였다..

모세의모세의 장인이장인이 그에게그에게 충고하였다충고하였다. . ““이렇게이렇게 해서는해서는 되겠는가되겠는가? ? 자네뿐만자네뿐만 아니라아니라

자네가자네가 거느린거느린 이이 백성도백성도 아주아주 지쳐버리고지쳐버리고 말겠네말겠네. . 이렇게이렇게 힘겨운힘겨운 일을일을 어떻게어떻게

혼자서혼자서 해내겠는가해내겠는가? ? 이제이제 내가내가 한한 마디마디 충고할충고할 터이니터이니 들어들어 보게보게. . 아무쪼록아무쪼록 하하

느님께서느님께서 자네를자네를 도와도와 주시기주시기 바라네바라네. . 자네는자네는 백성의백성의 대변인이대변인이 되어되어 그들이그들이 제제

시하는시하는 소송을소송을 하느님하느님 앞에앞에 내어내어 놓게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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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사례연구 : : 모세와모세와 이드로이드로 IIII
그리고그리고 그들이그들이 지켜야지켜야 할할 규칙을규칙을 알려알려 주어주어 어떻게어떻게 살아야살아야 하며하며 무엇을무엇을 해야해야 할할

지를지를 가르쳐가르쳐 주게주게. . 하느님을하느님을 두려워하며두려워하며 참되게참되게 살며살며 욕심이욕심이 없고없고 유능한유능한 사람사람

을을 찾아찾아 내어내어 백성을백성을 다스리게다스리게 세워세워 주는주는 것이것이 좋겠네좋겠네. . 천천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백백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오십오십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십십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을사람을 세우게세우게. . 언제언제
나나 그들을그들을 시켜시켜 백성을백성을 다스리게다스리게 하여하여 큰큰 사건만사건만 자네에게자네에게 가져가져 오도록오도록 하게하게 . . 
그들과그들과 짐을짐을 나누어나누어 자네자네 짐을짐을 덜도록덜도록 하게하게. . 자네가자네가 이와이와 같이같이 일을일을 처리처리 한다한다

면면, , 이것이이것이 곧곧 하느님의하느님의 뜻에도뜻에도 부합되고부합되고 자네자네 일도일도 다다 감당할감당할 수수 있어있어 이이 백성백성

이이 모두모두 만족해서만족해서 집으로집으로 돌아갈돌아갈 것일세것일세..””

모세는모세는 장인의장인의 말을말을 듣고듣고 그대로그대로 하였다하였다. . 모세는모세는 이스라엘이스라엘 백성백성 가운데서가운데서 유능유능

한한 사람들을사람들을 골라골라 내어내어 백성의백성의 지도자로지도자로 삼았다삼았다. . 천천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백백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오십오십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사람, , 십십 명을명을 거느릴거느릴 사람을사람을 세워세워 늘늘 백성을백성을 다다

스리게스리게 하였다하였다. . 그들은그들은 어려운어려운 일은일은 모세에게모세에게 가져왔지만가져왔지만 사소한사소한 일들은일들은 모두모두

그들그들 스스로스스로 다스렸다다스렸다. . 얼마얼마 있다가있다가 이드로는이드로는 모세의모세의 배웅을배웅을 받으며받으며 제제 고장으고장으

로로 돌아갔다돌아갔다..



Friday, April 29, 2005 page 90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결론결론

Servant LeaderServan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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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그런데 스승이며스승이며 주인주인 내가내가

너희의너희의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었으니주었으니

너희도너희도 서로서로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
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 한한 일을일을

너희도너희도 그대로그대로 하라고하라고 본을본을 보여보여 준준 것이다것이다..

♦♦ 요한요한 13 : 14 ~ 1513 : 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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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생활에서 실천하는실천하는 ‘‘섬기는섬기는 리더십리더십’’
Next Steps and ResourcesNext Steps and Resources

중요한중요한 점들을점들을 되새기기되새기기 위해위해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이이 책을책을 펼쳐펼쳐 보자보자..
리더로서의리더로서의 자신의자신의 행동행동 중중 변화가변화가 필요하다고필요하다고 여겨지는여겨지는 부분들에부분들에 대해대해 다시다시

한번한번 되새기자되새기자..

당신이당신이 리더십을리더십을 발휘해야발휘해야 할할 직장이나직장이나 교회교회 호근호근 가정에서가정에서, , 
지금까지지금까지 배운배운 것들을것들을 사람들과사람들과 함께함께 나눠보자나눠보자..
그들에게그들에게 진실한진실한 조언자가조언자가 되어되어 달라고달라고 부탁하자부탁하자. . 리더십은리더십은 당신당신 혼자혼자 만드는만드는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 당신당신 주위의주위의 다른다른 사람들과사람들과 함께함께 만들어만들어 가는가는 것이다것이다..

하루를하루를 어떻게어떻게 실천실천할할 것인가를것인가를 잘잘 생각해생각해 보아야보아야 한다한다..
당신에게도당신에게도 중요하기중요하기 때문이다때문이다. . 하루를하루를 어떻게어떻게 시작할시작할 것인가에것인가에 대한대한 계획이계획이

있으면있으면 당신에게는당신에게는 고독이고독이 필요하고필요하고, , 기도하고기도하고 성경을성경을 학습할학습할 시간이시간이 필요하필요하

다다. . 당신이당신이 섬기는섬기는 리더가리더가 되고자되고자 한다면한다면 이러한이러한 습관을습관을 열심히열심히 행해야행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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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예수는 당신에게당신에게 혼자혼자 힘으로힘으로 이끌라고이끌라고 요구하지요구하지 않는다않는다

한편한편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모든모든 것을것을 당신의당신의 손에손에 맡겨맡겨 주신주신 것과것과 당신이당신이 하하

느님께로부터느님께로부터 왔다가왔다가 다시다시 하느님께하느님께 돌아가게돌아가게 되었다는되었다는 것을것을 아시고아시고 식탁에서식탁에서

일어나일어나 겉옷을겉옷을 벗고벗고 수건을수건을 허리에허리에 두르신두르신 뒤뒤 대야에대야에 물을물을 떠서떠서 제자들의제자들의 발을발을

차례로차례로 씻고씻고 허리에허리에 두르셨던두르셨던 수건으로수건으로 닦아닦아 주셨다주셨다..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제자들의제자들의 발을발을 씻고씻고 나서나서 겉옷을겉옷을 입고입고 다시다시 식탁에식탁에 돌아와돌아와 앉으신앉으신

다음다음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이렇게이렇게 말씀하셨다말씀하셨다. . ““내가내가 왜왜 지금지금 너희의너희의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었는지주었는지

알겠느냐알겠느냐? ? 너희는너희는 나를나를 스승스승 또는또는 주라고주라고 부른다부른다. . 그것은그것은 사실이니사실이니 그렇게그렇게 부르부르

는는 것이것이 옳다옳다..

그런데그런데 스승이며스승이며 주인주인 내가내가 너희의너희의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었으니주었으니 너희도너희도 서로서로 발을발을 씻어씻어

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 . 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 한한 일을일을 너희도너희도 그대로그대로 하라고하라고 본을본을 보여보여 준준 것이다것이다..

정말정말 잘잘 들어들어 두어라두어라. . 종이종이 주인보다주인보다 더더 나을나을 수수 없고없고 파견된파견된 사람이사람이 파견한파견한 사사

람보다람보다 더더 나을나을 수는수는 없다없다. . 이제이제 너희는너희는 이것을이것을 알았으니알았으니 그대로그대로 실천하면실천하면 축복축복

을을 받을받을 것이다것이다..””
요한요한 13 : 3 ~ 5, 13 : 12 ~ 1713 : 3 ~ 5, 13 : 1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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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섬기는 리더를리더를 위한위한 주요주요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섬기는섬기는 리더에게리더에게 필요한필요한 도구들의도구들의 목록이다목록이다. . 당신이당신이 이러한이러한 도구들을도구들을

가지고가지고 있다면있다면 □안에□안에 V V 표를표를 하시오하시오..
이해하고이해하고 기억하기기억하기 쉬운쉬운 개인적인개인적인 사명사명 선언문선언문

하느님의하느님의 뜻에뜻에 어긋나지어긋나지 않는않는 성공에성공에 대한대한 자기자기 나름의나름의 정의정의

유혹이나유혹이나 기회가기회가 찾아올찾아올 때때, , 어떤어떤 길로길로 갈지갈지 결정하는결정하는 지침이지침이 될될 개인적인개인적인

가치의가치의 순위순위 목록목록

옳은옳은 방향으로방향으로 가도록가도록 지켜줄지켜줄 진실한진실한 조언자조언자 두세두세 명명

기억해기억해 두었다가두었다가 다른다른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전수하고전수하고 싶은싶은 승리승리, , 도전도전, , 교훈을교훈을 기록기록

해해 둘둘 기록장기록장

일상일상 생활에생활에 유용한유용한 지침서지침서

고독고독, , 기도기도, , 성경성경 학습학습, , 휴식과휴식과 훈련에훈련에 대한대한 긍정적인긍정적인 중독중독

곤란에곤란에 빠졌을빠졌을 때때 쓸쓸 수수 있게있게 기억해기억해 둔둔 ‘‘응급처방전응급처방전’’ ((성경구절성경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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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두려움
아무아무 걱정도걱정도 하지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 언제나언제나 감사하는감사하는 마음으로마음으로 기도하고기도하고 간구간구

하며하며 여러분의여러분의 소원을소원을 하느님께하느님께 아뢰십시오아뢰십시오. . 그러면그러면 사람으로는사람으로는 감히감히

생각할생각할 수도수도 없는없는 하느님의하느님의 평화가평화가 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 믿는믿는 여러분의여러분의 마마

음과음과 생각을생각을 지켜주실지켜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필립보서필립보서 4 : 6 ~ 74 : 6 ~ 7

야훼는야훼는 나의나의 목자목자, , 아쉬울아쉬울 것것 없어라없어라. . 푸른푸른 풀밭에풀밭에 누워누워 놀게놀게 하시고하시고 물물

가로가로 이끌어이끌어 쉬게쉬게 하시니하시니 지쳤던지쳤던 이이 몸에몸에 생기가생기가 넘친다넘친다. . 그그 이름이름 목자목자
이시니이시니 인도하시는인도하시는 길길, , 언제나언제나 곧은곧은 길이요길이요, , 나나 비록비록 음산한음산한 죽음의죽음의 골골

짜기를짜기를 지날지라도지날지라도 내내 곁에곁에 주님주님 계시오니계시오니 무서울무서울 것것 없어라없어라. . 막대기와막대기와

지팡이로지팡이로 인도하시니인도하시니 걱정할걱정할 것것 없어라없어라. . 원수들원수들 보라는보라는 듯듯 상을상을 차려차려 주주

시고시고, , 기름기름 부어부어 내내 머리에머리에 발라주시니발라주시니, , 내내 잔이잔이 넘치옵니다넘치옵니다. . 한평생한평생 은은

총과총과 복에복에 겨워사는겨워사는 이이 몸몸, , 영원히영원히 주님주님 집에집에 거하리이다거하리이다..
시편시편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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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분노

너의너의 걱정을걱정을 야훼께야훼께 맡기어라맡기어라..
주께서주께서 너를너를 붙들어붙들어 주시리니주시리니, , 

착한착한 사람사람 망하도록망하도록

절대로절대로 버려두지버려두지 않으시리라않으시리라..

♦♦ 시편시편 55 : 225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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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걱정

““그러므로그러므로 나는나는 분명히분명히 말한다말한다. . 
너희는너희는 무엇을무엇을 먹고먹고 마시며마시며 살아갈까살아갈까, , 
또또 몸에는몸에는 무엇을무엇을 걸칠까걸칠까 하고하고

걱정하지걱정하지 말아라말아라..
목숨이목숨이 음식보다음식보다 소중하지소중하지 않느냐않느냐??
또또 몸이몸이 옷보다옷보다 소중하지소중하지 않느냐않느냐??””

♦♦ 마태오마태오 6 : 25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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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유혹
여러분이여러분이 겪는겪는 시련은시련은

모두모두 인간이인간이 능히능히 감당해감당해 낼낼 수수 있는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시련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하느님은 신의가신의가 있는있는 분이십니다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여러분에게 힘에힘에 겨운겨운 시련을시련을

겪게겪게 하지는하지는 않으십니다않으십니다. . 
시련을시련을 주시더라도주시더라도

그것을그것을 극복하고극복하고 벗어날벗어날 수수 있는있는 길을길을

마련해마련해 주실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 I I 고린토고린토 10 : 1310 : 13



Friday, April 29, 2005 page 100 ⓒ2003, CVIKorea

CVI, Korea Partner of IMD

교만교만

잘난잘난 체하며체하며 싸움만싸움만 일으키고일으키고 슬기로운슬기로운 사람은사람은 충충

고를고를 받아받아 들인다들인다..
잠언잠언 13 : 1013 : 10

나는나는 하느님의하느님의 은총을은총을 받은받은 사람으로서사람으로서 여러분여러분 한한

사람사람 한한 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합니다말합니다. . 여러분여러분 자신을자신을 과대과대

평가하지평가하지 말고말고 하느님께서하느님께서 각자에게각자에게 나누어나누어 주신주신

믿음의믿음의 정도에정도에 달달 분수에분수에 맞는맞는 생각을생각을 하십시오하십시오..
로마서로마서 12 : 3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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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후회

그러나그러나 우리가우리가 우리의우리의 죄를죄를

하느님께하느님께 고백하면고백하면

진실하시고진실하시고 의로우신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하느님께서는

우리의우리의 죄를죄를 용서하시고용서하시고

우리의우리의 모든모든 불의를불의를

깨끗이깨끗이 씻어씻어 주실주실 것입니다것입니다..

♦♦ 요한요한 I I 서서 1 : 9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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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치
나나 야훼가야훼가 이렇게이렇게 말한다말한다..

현자는현자는 지혜를지혜를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용사는용사는 힘을힘을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부자는부자는 돈을돈을 자랑하지자랑하지 말아라말아라. . 

자랑할자랑할 것아것아 있다면있다면, , 
그것은그것은 나의나의 뜻을뜻을 깨치고깨치고

사랑과사랑과 법과법과 정의를정의를 세상에세상에 펴는펴는 일이다일이다. . 
그것이그것이 내가내가 기뻐하는기뻐하는 일이다일이다. . 야훼의야훼의 말이다말이다..

♦♦ 예레미야예레미야 9 : 22 ~ 249 : 2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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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길잡이

마음을마음을 다하여다하여 야훼를야훼를 믿어라믿어라. . 잘난잘난 체하지체하지

말고말고 무슨무슨 일을일을 하든지하든지 야훼께야훼께 여쭈어라여쭈어라. . 그그
가가 네네 앞길을앞길을 곧바로곧바로 열어열어 주시리라주시리라. . 

잠언잠언 3 : 5 ~ 63 : 5 ~ 6

당신은당신은 나의나의 하느님이시오니하느님이시오니 당신당신 뜻대로뜻대로 사사

는는 법법 가르쳐가르쳐 주소서주소서. . 그그 착하신착하신 영기로영기로 나를나를

인도하소서인도하소서. . 한한 길로길로 가도록가도록 인도하소서인도하소서..
시편시편 143 : 1014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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