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동하는 교회 

팀 바이탈 소개 및 계획  
 

개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과 소망, 정의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들의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변화시킵니다. 

생동하는 교회(Vital Congregations)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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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Team Vital) 소개 
 

팀 바이탈의 비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도전적이지만 겸손하고, 

가르침과 치유, 영혼 구원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며 리더쉽과 섬김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개인과 

사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 하나됨과 동시에 과감한 시도를 하며, 깊이 있는 이해와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소그룹 모임과 큰 비전이 공존하는 교회, 모두에게 열려 있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팀 바이탈과 제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며 그 분과 같은 삶을 사는 

제자를 지향합니다. 편안함과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영혼 구원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싸우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될 줄 알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바이탈은 위와 같은 제자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팀 바이탈과 영적 리더쉽   
팀 바이탈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영적 리더를 지향합니다. 이런 리더는 교회 및 교회 

구성원의 재능과 필요를 가늠할 줄 알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제자를 기르고, 예배 및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 합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미션 사역에 참여하며 이러한 사역과 목회를 

충실히 이끌어 냅니다.   

 

생동하는 교회란   
생동하는 교회란 내적으로는 복음적 회심, 외적으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생동하는 교회는 영적인 충만함 뿐 아니라,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지속적으로 일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갈 3:28),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마 28:18-20), 예수님 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미 6:8, 눅 4:17-21). 

 

팀 바이탈의 다섯 가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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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Team Vital)이란 
 

 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9-12, 개역개정) 

팀 바이탈은 생동감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 내의 시너지를 높여 서로를 통해 배우며 협력하고, 

교회를 책임과 섬김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성장시킵니다. 팀 바이탈은 위에 소개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팀 바이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8-12명의 교회 

지도자로 구성됩니다. 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5-8명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3-8개의 다른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팀 바이탈에 참여하게 됩니다. 

  

팀 바이탈이 진행되는 동안, 각 팀들은 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니스트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팀 바이탈은 각 교회의 미니스트리를 이루는 사역적 자산, 또는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조사와 이해를 돕고, 교회의 생동력과 그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팀 바이탈 과정을 통해 각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울 수 있는 목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팀 바이탈의 열매 
 

 교회의 사역적 자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지역사회와 선교 방향에 대한 명확한 관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교회의 비전 설립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한 사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구체적인 사역 계획과 목표달성 

 사역의 성장을 돕는 전략과 이행 

 다른 교회와의 연합 및 교류 강화 

 교회 생동력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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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 진행 과정 
생동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성장을 도와 교회의 생동력을 증진시키고 목회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돕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아래 팀 바이탈이 진행되는 다섯 가지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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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 팀별 모임 안내 

팀 바이탈의 세 단계: 1) 4-5 개월간 자료 제공 및 이해, 2) 18개월간 지속되는 자료 제공,                          

                             3) 두 번의 세션 모임(6개월 간격). 

   

자료 제공 및 사역에 대한 이해 (4-5 개월)  
첫 4-5개월 동안, 각 팀 바이탈로 모인 팀들은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지역별 준비 모임을 갖고, 

두 번의 전체 진행 모임 및 한 번의 지역별 진행 모임을 갖게 됩니다.   

 

 
 

지속적인 자료 제공 및 전문가의 지도(18개월) 
위의 초기 4-5개월 모임을 마치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18개월간 제공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코헛 그룹(Cohort Group) 및 영성 수련회, 세미나 등이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각 교회별 소모임 뿐 아니라 지역별 혹은 디스트릭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디지털 도서관 같은 온라인 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 달 전화 연락을 통해 팀원 및 팀 내 전문 지도자(Facilitator/Coach)와 팀 바이탈의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 지역 교회의 팀 바이탈 구성원들은 두 번의 모임을 갖고, 팀 바이탈의 진행을 통해 

얻은 유익을 나누고 격려하며 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립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500 - $2,000의 그랜트를 지원 받습니다. 

 팀 바이탈에 참여하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PaCE group 을 구성합니다. 

 팀 바이탈에 참여하는 목회자를 지원하고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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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임 진행 

18개월간의 과정 중, 두 번의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 전체 모임을 통해 팀 바이탈 사역의 

성장을 돕는 철저한 전략과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킵니다. 또한 지역별 팀 바이탈 

구성원들은 각 교회의 경험을 전체 그룹 내에서 나눔으로써, 다양한 생각과 생생한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팀 바이탈 참여 과정 

1.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교회 내에 팀 바이탈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팀 바이탈을 교회에 소개 

3. 교회 협의회(Church Council)을 통해 팀 바이탈에 참여할 교회 지도자들 구성 

4. 감리사의 지도 아래 팀 바이탈 지원 

5. 팀 바이탈 모임 일정 확인 

6. 팀 바이탈 참여를 위한 준비 완료  

7. 현재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사역 방향 확정 

8. 선별된 자료를 통해 생동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9. 교회의 생동력을 위한 목회 계획 수립 및 수정    

10. 18개월간의 지속적인 자료 및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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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 구성 
 
기도 및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및 성경 공부 모임*은 팀 바이탈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팀 

바이탈의 모든 모임은 기도와 준비된 성경 공부로 시작될 뿐 아니라, 팀 바이탈의 전체 모임은 

성경 공부를 통해 그날 다뤄질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가 매 모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교회의 목적, 임무, 사역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팀 바이탈에 참여하는 교회들에 추천하는 책: Remember the Future: Praying for the Church and 

Change by Bishop Robert Schnase (Abingdon Press, 2010). 이 책은 교회 사역 및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뿐 아니라 교회가 마주한 교회 사명에 대한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도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Facilitators) 
모든 팀 바이탈의 진행 모임은 두 명의 전문 지도자에 의해 진행되며, 이들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할 뿐 아니라 생동하는 교회와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을 돕고, 또한 각 세션의 

전체 토론을 인도합니다.   

 

팀 바이탈 자료 및 지원에 대한 안내 
팀 바이탈에 참여하고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회는 컨퍼런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교육 

과정에 따라 18개월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칭이나 목회자들을 위한 

코헛 그룹(Cohort Group), 팀 바이탈의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한 교육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디스트릭의 감리사 혹은 Connectional Ministry Staff를 통해 영성 및 리더쉽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 바이탈을 이수한 교회는 미니스트리를 위한 

그랜트($500 - $1,500)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팀 바이탈 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그랜트*가 

지급됩니다. 

*각 교회에서 그랜트를 신청할 경우, 바이탈사인 대쉬보드(VitalSigns Dashboard)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이탈사인 대쉬보드는 교회의 주일 예배 및 등록 교인, 소그룹 모임과 헌금 및 나눔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출석 인원을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각 교회가 매 해 세운 계획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talsigns.gcfa.org) 

팀 바이탈과 지역 교회의 책임 
 

 GNJ에서 지향하는 전략과 계획에 따라 생동하는 교회(Vital Congregation)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가짐 

 지원서 작성 및 제출(p.10_팀 바이탈 지원서 참고)  

 팀 바이탈의 모든 과정에 헌신적으로 임할 수 있는 팀 구성원 및 리더에 대한 신중한 

선택(p.9_팀 바이탈 팀원 선정 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http://vitalsigns.gc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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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 선발 가이드 
 
팀 바이탈 팀원 선정 
팀 바이탈의 구성원은 각 교회의 교회 협의회(Church Council)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원 선발에 앞서, 교회 협의회는 구성원 선발이 앞으로 진행되는 팀 바이탈 사역 

계획과 실천 과정 전체에 대한 결정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의 팀 

바이탈 구성원들은 훈련 과정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정보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회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교회 협의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역에 대한 계획 및 실천 사항을 

설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협의회 자체가 팀 바이탈의 주체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NJ홈페이지 (www.gnjumc.org) 팀 바이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팀 바이탈의 규모   
가장 이상적인 각 교회의 팀 바이탈의 규모는 목회자를 포함한 8-12명 입니다. 허용 가능한 

최대인원은 15명이고, 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5-8명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5명 

이하로 구성된 팀은 다양한 의견 공유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팀 바이탈 구성원의 역할   

팀 바이탈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팀 내에 다수의 사람이 있을 경우, 

목회자가 팀 바이탈 그룹의 리더가 되기 보다는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리더를 세우고 목회자는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팀을 주도하는 주체가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 

팀 전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팀 바이탈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팀 전체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가 팀 내에서 적절히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http://www.gnj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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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바이탈 지원 방법 
 
세 가지 단계 

 

 

팀 바이탈 지원 과정 

각 디스트릭의 감리사를 통해 지원서는 캐비넷(Cabinet)과 Connectional Ministries Team 에 

전달되고, 지원서가 승인이 되면 각 교회는 팀 바이탈 담당 부서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팀 바이탈 구성원의 명단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다가올 교육 진행 과정에 

대한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팀바이탈 지원서 
팀바이탈 지원서는 GNJ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njumc.org/resource/team-vital-application/ 

 

https://www.gnjumc.org/resource/team-vital-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