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12 (개역개정)

기독교 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아래와 
같이 변화 받도록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초청합니다.

 •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

 •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살아간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장하고 섬긴다.

Foundations: Shaping the Ministry of Christian 
Education in Your Congregation

구글에서 ‘평화’(peace)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수백만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

나 그중 대다수가 평화 그 자체 보다는 평화

의 결여에 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감당하

기 버거울 만큼 갈등과 다툼과 죽음과 폭력

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한 소망과 사랑과 평화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지요. 우

리의 세상은 소망과 평화의 소식을 갈망하고 

있고 이 땅을 화평하게 하는 이들을 고대하

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단순히 갈등 없

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상의, 훨

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

서 볼 때 평화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까

지 포괄하며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

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을 [세상에]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룬다 함은 갈등 해

소뿐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야 마땅

한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화평

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린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본이 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2017년 기독교 교육 주간 자료는 우리가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

이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

를 마련해 줍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우리네 세상살이에서, 마우스 클릭 하나로도 

풍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분별도 필

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

의 근원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체험

하는 것이 더없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료는 그간 잘 알려진 인물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평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

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게 해 주며, 아울러 우리 각자가 어

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

는지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책자에 소개된 자

료들은 우리가 기독교 교육 주간/주일을 지

키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각 연회에 기독교 

교육 주일이 정해졌는지, 기독교 교육 주일 

특별 헌금을 접수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 기념 주일은 개체 교

회의 평화 사역과 연계하여 지킬 수도 있습

니다. 이를 통하여 각 교회나 공동체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평화 

사역을 기념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

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과 평화를 기억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
기독교 교육 주간

신앙형성과 제자화를 위해 동역하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중: 함께 모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배웁시다.
인도자: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회중: 예!
인도자: 악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회중: 화평을 구하고 이루어 가십시다!

성경구절
•   열왕기하 8:1~6 (엘리사와 수넴 여인)
•   시편 34:11~14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   마태복음 5:1~12 (팔복의 말씀; 복있는 사람)
•   골로새서 3:12~17 (그리스도의 평강)

찬송
“Let there be Peace on Earth,” UMH 431
“Here is Peace,” W&S 3123
“Let Our Earth Be Peaceful,” W&S 3159
“I Have a Dream,” W&S 3127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UMH 428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TFWS 2171
“Blest Are They,” TFWS 2155
“We Are Called,” TFWS 2172 

봉헌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
수님을 보내 주시어 화평케 하는 삶의 본을 보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허락하시어 평화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
운데 또한 우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
사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평화의 사신이 되도록 부르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을 위한 헌신의 기도문
인도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중: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인도자: 서로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자 가르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회중: 하나님과 친밀해 지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배우는 모든 학생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자: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배우고 가르칠 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평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회중: 배우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모범이 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자: 화평을 위해 일하고, 이루어 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실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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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H = United Methodist Hymnal  TFWS = The Faith We Sing  W&S = Worship & Song



시간 약 75~90 분

목적
이 워크숍을 마칠 때,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평화를 설
명하고 화평하게 하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2. 자신들의 공동체나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이
들을 찾아낸다. 

3. 신앙생활에 평화를 위한 기도를 포함한다.

자료
• 이름표
• 마커펜, 크레용, 펜, 연필 
• Desmond Tutu 감독의 God’s Dream
• The story of Sadako, www.origami-re-

source-center.com/sadako.html
• 최근 신문이나 잡지
• 종이접기용 색종이(혹은 사방 6인치로 절단된 

얇은 종이)
• 종이학 접기 설명서
• 종이
• 이젤이나 포스터용 갱지
• 테이프
• A Bead and a Prayer: A Beginner’s Guide to 

Protestant Prayer Beads by Kristen E. Vincent  
(선택사항)

• Praying in Color: Drawing a New Path to God 
by Sybil MacBeth (선택사항)

• 배포용 자료
• 간식 (선택사항)
• 수업에 관한 제반 안내 복사물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The United Methodist 

Hymnal

준비
• 워크숍과 그 목적을 홍보한다. 
•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 자료들을 수집한다.
• 소그룹을 위한 지침과 나눠 줄 자료의 복사본을 

준비한다. 
• 전체 그룹 활동을 위해 원형으로 또는 원형 테이

블에 의자를 배치한다. 전체 그룹이 사용할 수 있
도록 이젤과 포스터용 갱지 혹은 화이트보드와 
마커펜을 함께 준비한다.

•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각 소그룹
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
이 이상적이다. 참가자의 수가 많으면 소그룹마
다 두 곳의 활동 장소를 준비한다.

•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안내서, 유인물, 각종 준비
물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둔다.

시작 (약 15분)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이름표에 이름을 적도록 요청한다. 다과나 음료가 준비되
었다면 참가자들에게 권한다. 두 개의 포스터용 갱지를 준비하고, 한 장에는 “평
화”(peace)라는 단어를, 다른 한 장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peacemaker)라는 글
귀를 적어 둔다. 참가자들에게 각 포스터에 적혀있는 단어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을 적도록 요청한다.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고, 각자의 이름과 
자신이 인도하는 클래스 혹은 소그룹을 소개함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대신한다. 
만약 그룹의 구성원이 많다면 시간 내에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은 그
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마태복음 5장 1~12절을 읽는다. 이 본문이 산상수훈의 일부인 팔복의 말씀임을 참
가자들에게 상기시킨다. 팔복의 말씀 혹은 축복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초점은 9절에 기록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
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에 둔다. 

시작하면서 이 맥락에서의 “화평”의 의미를 정의한다. 화평이란 단순히 갈등의 부
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지칭하며 우리가 주변 세상에 
화해와 조화를 가져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내포한다. 포스터 용지에 적어놓은 글
귀들에 대해 논의한다. 참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 화평에 대
한 우리의 이해가 세상적 의미의 평화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나누도록 질문한다. 

네 개의 그룹 활동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화평에 관한 이해를 넓
히고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기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그룹은 40분 동안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참가자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필요에 따라 잠시 휴식을 가지
며 다과와 음료를 나눌 수도 있다.

학습 센터 (약 45분)

네 개의 학습 센터가 있다. (1) 화평에 대한 묵상-어린이 책, (2) 화평하게 하는 자
에 대한 묵상, (3) 평화를 위한 기도, (4) 화평의 상징.

각 그룹의 인원에 따라 네 개의 학습 센터를 개별적 혹은 소그룹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네 개의 학습센터를 모두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이 세 번째 그룹인 평화를 위한 기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모두 복
사본을 가져가도록 독려한다. 

화평에 대한 묵상-어린이 책
필요한 자료: Desmond Tutu 감독과 Douglas Carlton Abrams의 책, God’s Dream, 
묵상 자료, 펜이나 연필. 

God’s Dream을 그룹으로 혹은 각자 읽도록 한다. 그리고 묵상 페이지를 활용하여 
몇 가지 묵상 질문에 응답한다. (필요한 경우 God’s Dream 대신에 다른 책을 사용
할 수도 있다.)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에 대해 기록된 평화를 위한 기도 복사물을 읽는
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호흡기도, 묵주 기도, 색채 기도, 동
작 기도-등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는 A Bead and a Prayer
가 훌륭한 자료가 된다. 인도자는 필요한 모든 자료와 준비물을 제공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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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주 기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의 짧은 비디오가 유용하다.
www.youtube.com/watch?v=KTWtgzcslxg

Praying in Color도 평화를 위한 기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다음의 짧은 비디오는 Praying in Color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www.youtube.com/watch?v=K2WiqoKhhqM

화평하게 하는 자
필요한 자료: 최근 신문이나 적절한 잡지, 이젤이나 포스터용 갱지, 테이프, 화평하게 하는 이들의 예를 담은 유인물. 

신문과 잡지들에서 평화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찾아본다. 잘 알려진 사람들 이야기나 숨겨진 영웅담을 찾아본다. 찾아낸 이야기들을 포스터 크
기 갱지에 붙여두고, 많은 사람이 사회나 국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평화를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른 참가자와 짝을 짓거나 소
그룹으로 모여 예시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어떻게 평화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
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들 중 잘 알려진 인물로는 나사렛의 예수, 아브라함 링컨, 도로시 데이, 엘리 위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베티 비곰베, 테레사 수녀 
등 다수의 인물이 있다. 

화평의 상징
히로시마 원자 폭격의 희생자였던 어린 소녀 사다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다. 이 이야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ww.origami-resource-center.com/sadako.html

참가자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종이학을 접을 수 있도록 설명서를 나눠준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평화의 상징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한다.

필요하다면, 종이학 접기에 대한 다음의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보여준다. 
www.origami-fun.com/origami-crane.html.

전체 그룹 나눔 (약 15분)

참가자들을 전체 그룹으로 다시 모으고, 학습센터 활동 중에 나왔던 질문들로부터 얻은 새로운 통찰들을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
면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들의 생각을 포스터용 갱지에 적어 두고, 적힌 내용의 사본을 따
로 기록하여 돌아오는 주까지 모두에게 보내준다는 계획을 광고한다.

마침 (약 5분)

Let There be Peace on Earth (UMH 431)을 부르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낭독하며 마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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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mond Tutu 감독과 Douglas Carlton Abrams의 저서인 God’s Dream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묵상해 본다.

1.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4.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5. 용서하는 삶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낼까요?

6. 평화로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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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기도									 		 	 	 	 			2017	기독교	교육	주간	/	06	
기도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늘 “옳은” 문구로, 혹은 말로 하는 것 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래에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와 국가 및 세

상에서 맺게 되는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호흡 기도
숨을 들이쉬고 내 쉬면서, 다음의 간략한 기도를 조용하게 혹은 소리 내 드릴 수 있다. 예시: 

그리스도의 화평이여, 내 영혼을 채우소서. 
악에서 돌이키고, 평화를 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여, 내 마음을 주장 하옵소서.

몸 기도
어떤 이들은 움직일 때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들은 산책하러 나가며,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장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걸으면서 
호흡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때, 늘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배당 안을 거닐며 예배나 혹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묵주 기도
 • Kristen E. Vincent의 저서, A Bead and a Prayer는 묵주 기도에 관한 좋은 자료이다. 다음의 짧은 비디오는 묵주 기도 활용에 관해 

설명해 준다. www.youtube.com/watch?v=KTWtgzcslxg

 • 만들어진 묵주를 구매하거나, 직접 묵주를 만드는 재료를 마련하거나 묵주를 완성하여 기도에 사용할 수 있다. 묵주를 사용하여 기도
할 때에는 삶을 허락하시어 평화를 이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이어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며,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일이 있는지 기억해 본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 속한 공동체와 
국가와 세상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잘 알려진 이들뿐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화평하게 하는 이들을 위하여도 기도한다.

색채 기도
 • Sybil MacBeth의 저서인 Praying in Color 또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다음의 비디오는 Praying in Color에 

관해 잘 설명해 준다. www.youtube.com/watch?v=K2WiqoKhhqM

• “색채 기도”를 위해서는 종이와 펜, 마커 혹은 색연필이 필요하다. 미적 감각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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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Shaping the Ministry of Christian Education In 
Your Congregation 기초: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사역 틀 잡기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foundations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언급된 “교리적 기준과 우리의 신학적 과제”(Doctrinal 

Standards and Our Theological Task)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육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기초를 서술한다.

Intentional Faith Development: Establishing Standards for Christian 
Formation and Discipleship 
의도적인 신앙 개발: 기독교 신앙교육과 제자도를 위한 기준 확립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intentional-faith-development

위의 기초(Foundations) 책자와 함께, 이 자료는 교회가 신앙 형성을 위한 총체

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Teacher Develop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 
교사 양육: 연합감리교회 회중들에 적합한 포괄적 구상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comprehensive-plan-teacher-
development-for-united-methodist-congregations

교회가 교사들이 알고, 행하고, 갖추어야 할 소양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

사들을 양육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Discipleship Ministries Webinars 제자사역부 웨비나
www.umcdiscipleship.org/webinars

한 시간짜리 온라인 웨비나는 기독교 신앙 형성 및 제자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세미나는 녹화되어 www.umcdiscipleship.org/

leadership-resources/archived-webinars에 보관되어 있다.

다음 자료는 콕스베리, 다락방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주문 구매할 수 
있다.

A Bead and a Prayer: A Beginner’s Guide to Protestant Prayer 
Beads by Kristen E. Vincent 
묵주와 기도: 초신자를 위한 개신교 묵주 기도 안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을 깊게 하는 방법으로 묵주 기도를 안내하는 자료

이다.

Praying in Color: Drawing a New Path to God by Sybil Macbeth
색채 기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새로운 길 그리기 
색채 기도는 형체와 선과 색채를 이용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이다.

Crucial Conversations: Tools for Talking When Stakes Are High by 
Ron McMillan, Kerry Patterson, and Joseph Grenny 
꼭 필요한 대화: 위험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법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자료이다. 갈등 시 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

며, 불안감이 고조될 때 근심 없는 환경을 창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The Anatomy of Peace: Resolving the Heart of Conflict by the 
Arbinger Institute  평화의 구조: 갈등의 핵심을 해결하는 법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Arbinger Institute의 책은 워크숍에서 사용된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관계와 직장의 관계 및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평화의 구성요

소들에 대해 진단한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y Daniel L. Buttry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책은 이 땅의 100여 명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들 중 몇은 

잘 알려진 인물들이지만,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다. 그들의 용기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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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Grand Avenue, Nashville, TN 37212
UMCdisciple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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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추구를 지지하는 단체들
연합감리교회 총회사회부
www.umc-gbcs.org 

어린이들이 추구하는 평화 (Kids for Peace) 
www.kidsforpeaceglob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