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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명 선언문 만들기 
 

 가족 한사람의 노력이 모두에게 의미있는  어떤것을 창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요합니다. 다음은 가족 사명 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몇가지 제안입니다.  
 

1. 첫째, 목표를 고려하십시오.  

가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족은 어떤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의도를 요약한 성경귀절은 무엇입니까? 
 

2. 둘째, 선언문 내용을 개념화합니다.  

가족은 다음과 유사한 문구를 포함하는 선언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 가치에 따라 생활합니다…우리가족의 필요사항은… 에 의해 

풀어갑니다. 문제점들은… 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족은…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덜 강조합니다. 미래의 

목표는…이며,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성경구절은 … 입니다. 등등   
 

예시: 

우리 가족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서로에게 나누며, 

가족친지,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나눕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자비를 나누고,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가족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여 주님이 주신 

최대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두고 함께 일하고, 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이며,  우리주변 사람들 모두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족의 사명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길잃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모델로 삼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데이브 얼리 & 데이빗 휠러, 전도는 …  어떻게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법 (Nashville: B & 

H, 2010), 316. 

 

계획과 약속 
 

자녀와의 마음연결과 관련된 나의 계획과 약속 
 
 
 
 

마음연결회복과 관련된 나의 계획과 약속 
 
 
 
 

내 자신의 영적 생활과 관련된 나의 계획과 약속 
 
 
 
 

자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나의 계획과 약속 
 
 
 

 

강력한 자녀 지도 자료 
 

저, 베티스 챕. “제자 삼는 부모”: 자녀가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도록 양육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 북. 다이아몬드 힐 출판사, 2016.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분리되어 살 것입니다. 오늘날의 

적대적 문화에서는 전략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자 삼는 부모”는 당신 삶의 여정에서 

확신을 줄것입니다. 이 책은 부모에게 충실하고 설득력있는 성경적 조언을 주며, 부모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제자삼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저자, 리나우 ,뢉. “가족관계치유”.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베다니 하우스 , 2020. 
 

모든 가족은 상처받고 있고, 가족친지들에게서 오는 그 상처는 다른 모든 상처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은 일상적인 마찰과 짜증에서 분노와 증고 그리고 점진적인 

소원함 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25 년동안 가족사역을 한 뢉 리나우는, 화해야 말로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과 서로간의 

화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평화와 치유를 추구하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에서 취할 

구체적 조치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각 장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경험한 가족들의 현재 이야기와 

주요 성경사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자 리나우, 뢉. “비젼 자녀교육” .  내쉬빌: 렌들 하우스 , 2009. 
 

독자들은 가족들을 향한 신선한 그리고 하나님-사이즈의 비젼을 포착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가정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차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나눕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신명기 6 장 5-7 절 말씀에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줄것입니다.  
 

저자 플로리스, 빅터. “풀어놓기 위해 양육하라: 부모를 위한 선교적 명령”. 휴스턴, 텍사스: 

루시드 출판, 2015. 
 

만약 부모가 진실로 전사라면,  어떻게 부모의 복음으로 가득찬 삶을 통해, (부모가 내 

보내는) 화살-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장 영향력을 미치도록 양육해야 

할까요?   
 

"풀어놓기 위해 양육하라,"에서  빅터와 에스터 플로리스 는   ‘화살’ 로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육아, 세계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자녀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 책이 부모-전사들이 명확한 목표, 촛점을 맞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의 명성에 영원한 영향력을 주도록 양육되고 풀어놓아지는 

화살-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저자, 트립, 테드. “자녀의 마음 목양하기”. 와팔로픈, 펜실바니아, 쉐퍼드 프레스 출판, 
2005. 
 
 

“자녀의 마음 목양하기” 는 자녀의 마음에 말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하고 

말하는 것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6 장 45 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쓰인 이 책은 자녀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관점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테드 

트립 박사는 펜실바니아 헤이즐튼에 있는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의 목사입니다. 
 
 
Richard Ross, PhD, professor of student ministry, Southwestern Seminary in Fort Worth, Texas. 
www.RichardARoss.com www.Facebook.com/rossrichard www.Twitter.com/richarda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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