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성경학교 내 제자훈련 커리큘럼 지원

A 국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는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에 포함된 사역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학교에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도입함으로써 제자훈련을 현지 교회에 도입시키는 일
둘째,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언어를 읽고 쓰도록 가르치는 일
셋째, 기독교 문서를 통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삶의 이해를 돕는 일
넷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
다섯째, 현지 이슬람 선교를 위한 문서 자료 전파와 사역자들에게 선교훈련을 실시하는 일

가) 성경학교 내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필요성
현재 3개 지역의 성경학교에 제자훈련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지 성경학교들이 제자훈련의 개념
조차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시설과 더불어 커리큘럼에 제자훈련이
포함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제자훈련
의 커리큘럼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공부에 대한 인식이나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자훈련의 개념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
해를 확립시키고 목회의 현장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교회 운영에 있어서 성경공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의 부족은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
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생
각이 현지 교인들에게서도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소속 교
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복음전도 사명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지 복음 전도의 동력은 성경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현

지 이슬람 신도들과 토속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은 지역의 무슬림과 토속종교인들에게 현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제자훈련 도입 과정
첫째, 제자훈련 과정은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오픈도어는 이 6개 지역의 성경학교 가운데 3개 지역 성경학교에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운
영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오픈도어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실시되는 3개 학교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자훈련을 시행을 위한 후속지원(follow-up)을 해줍니다.
넷째, 오픈도어는 아직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도입되지 않은 나머지 3개 학교의 운영책임자를 만
나고 지역 교회의 부흥과 복음전파를 위해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자들의 각성이 왜 필요한지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3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제자훈련 소개 집회(Awareness Seminar)를 4차례
가질 예정입니다.

다) 제자훈련 기대 효과
제자훈련 커리큘럼의 성경학교에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훈련은 박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
씀으로 강하게 세워줍니다. 오픈도어는 지역 성경학교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목회자들에
게 자신의 교회에 돌아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도들은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달해 주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픈도어는 자국 언어를 읽고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으로 성
경을 배달하고, 제자훈련을 지원해서 제자훈련 성경공부가 지역 교회에서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A 국가 지역에 해마다 200여 명의 현지 교인들이 읽고 쓰는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제자훈련을 통한 성경공부는 박해 지역 교회에 역동성
과 생명력을 불어 줍니다. 제자훈련이 도입되면 교회는 자체적으로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하

면서 교회의 역동성은 더욱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현지 복음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부흥하는 지역 교
회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의 복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강력해진 영적인 생명력을
통해 지역의 복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와 타종족의 선교를 위한 훈련을 사역자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과 선교의 연관성을 가르치며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전파
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의 최종목표는 말씀으로 성
도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일깨워 복음을 전파하는 데
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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