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 후반부에 접어든
목회자들을 위한 지혜
다음의 10가지 통찰은 목사-교회 지원부가 사역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은퇴 후의
여정을 계획하는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운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

혼자 가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의 모든 중심에는 공동체의 가치, 대화의 가치,

3.

동료들과의 협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십시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만큼 충분한 사역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갈고닦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혼했다면,
요즘은 가정생활이 덜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테니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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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역에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보다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여러분이 신학교를 떠나던 날처럼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쯤 잊고 살고
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에게 일
중독은 습관이 돼 버렸고, 역할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으신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기찬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후회가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6.

그간 쌓인 상처를 돌보십시오.

지금쯤 여러분은 사역하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많이 겪어 봤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초래한
경험으로 인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구분하고,

점검해 보았습니까? 전문적 치료나 영적인 가이드
혹은 동료 그룹을 통해서 그 상처받은 감정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사역을 억울함이나

분노, 혹은 냉소적 태도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7.

기력이 딸리는 것은 경험으로 보충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대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사역의 요구에 대한 더욱 노련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8.

배움에 있어 너무 늦은 시기는 절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패턴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crcna.org/PCR

9.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만약
여러분이 다른 부르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목회자들을 위한 “시장”이 변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교회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것은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빙 과정 자체가

단순히 여러분이 사역 가능한가를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목회 은사에 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혹은 심지어
영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목회자들은
불리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10. 재정적으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설교해오던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할 책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