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방에 불꽃 하나가 반짝입니다.
그 밝음이 구석의 그림자들을 잠식합니다. 어둠의 자리. 무시된 곳들.
그것이 불꽃의 역할입니다.
비추는 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일. 무시된 곳들. 바깥 장소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되라.
하지만 단지 되는 것이 정말 전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 너무 두려워 시작하기도 전에 멈춥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십시오.
예수님의 신실한 추종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에서도 따르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도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곳에서도 찾기를 계속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신실한 본보기가 되십시오.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비 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가 거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곳에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선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나와, 나의 간증, 결과에 대한 하나님 신뢰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발이 길을 걷습니다.
두 발이 함께 걷는 다른 두 발과 같이 움직입니다. 함께 걷기. 인도하기, 따르기.
그들은 함께 갑니다.
형성하고,
형성되며.
함께 걷고, 함께 섬기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우며,
모두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며,
하라.
“하라”는 말은 어떻게 제자도와 연결됩니까?
제자도의 목적은 제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울까요?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합니다.
경청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까요? 우리는 공동체로 삶을 영위합니다.
공동체에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제자도는 예수님처럼 되는 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걸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수건과 대야가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 겸손한 섬김의 도구를 집어 들고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을 신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가장 천한 종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나섭니다.
지도자는 섬겨야 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합니다. 지도자는 돕고자
앞으로 나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가라.
누가 가서 이끄시겠습니까?
지도자는 길을 가며 성장해야 합니다.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갈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가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리더를 찾으십니다. 겸손은 가르칠 수 있는 영혼에게서 탄생합니다.
지금 가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당신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가십시오. 그러한 재능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자 당신의 현재 역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가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리더십 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리더십 개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리더십 개발은 우리가 갈 때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