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U Report 
-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를 마치고- 

이번에도 책을 후원해주신 덕분에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통찰력과 간결함과 넓은 시야가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7주간은 남녀 분반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주는 합반으로 진행하고 종강을 했습니다. 
책을 받았지만, 사정상(애기 잠 재우는 시간과 겹침) 혼자 읽기만 한 분도 있습니다. 
모임 중 찍은 사진과 소감문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후원하고 돕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밴쿠버선한목자교회 권영만 목사 드림 
 

 



1. 박혜경: '급진적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각 장별로 살펴보며 참 
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 오선석: [제자도] 책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균형감각을 갖도록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귀한 책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갖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 이지명: 한장한장 읽어나가는 매주수요일 저녁에 은혜롭지 않은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시
간을 끝내고 조용한시간에 존 스토트의 후기 마지막 인사를 읽을때는 꼭 그를 알 것만 같은 생
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88세에 이 책을 쓴 그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럽기도 도전
이 되기도 합니다. 책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
한 일입니다. 다음 책과 그 시간들을 너무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4. 최윤경: "제자도"를 읽으면서 머리말 가운데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피한다"는 문구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에 대해, 각 특성들이 솔직히 어려웠지만 깊이 있게 생각
해볼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김정곤: 책은 언제나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미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보게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스토트의 ‘제자도’는 제자라는 추상적
인 개념이 아닌 실천적이고 결단을 불러오는 귀한 책이었고, 독서클럽을 통해 함께 읽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6. 곽규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자도의 6장 균형 부분에서 개인적인 제자와 공동적인 교
제, 예배와 일, 순례자와 시민, 제자의 포괄적인 정채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
가 되었고 늘 부족하지만 말씀안에서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알고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받음애 감사합니다^^ 

7. 김은경: 이번 독서모임도 회개와 배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닮음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시간을 빌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8. 차진희: 그리스도의 삶에는 매일의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고,존 스
토트가 말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런 묵상의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하고,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나의 약함이 예수님만을 통해 다시 강해짐을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저번 책에 비해 다소 읽기가 어려웠으나 이런 도전적인 책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음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책을 마련해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