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교육의 목적

우리는 기독교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신앙공동체를 초청해서 그들

이 감동과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한다.

•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한다.

•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한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장하고 섬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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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형성과 제자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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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
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
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
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
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
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
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
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
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
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
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2-47절 (새번역)

지난 몇 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교회의 사명을 이

루는 도구로써, 교회의 역동성에 관

심을 가져왔다: “세상의 변화를 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2012년 연합감리교회 장정, 제 120

절). “2012년 연합감리교회의 역동적

인 회중 만들기 계획서”(2012 UMC 

Vital Congregations Planning Guide)

에 따라, 16가지의 주요 사역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역

동적인 교회들이 모든 연령층을 위해 

더 많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4 

페이지). 

의도적인 신앙 계발에 관여해온 우리

들에게 소그룹에 대한 강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도와 성경공

부, 섬김과 협력, 신앙고백과 친교를 

위한 소그룹 모임은 감리교회의 태동

과 함께 중요한 일부가 되어왔다. 연

합감리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사람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때, 

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소그룹 제도는 이미 존

재했었다.

기독교 교육 주간은 제자화를 위한 

귀 교회의 목회계획에서 소그룹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올해의 기독교 

교육 주간의 주제는 “신앙형성과 제

자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소

그룹 지도자들이 역동적인 제자들을 

만든다”이다. 이 연례 교육 행사 날

짜는 개 교회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

다. 당신이 속한 연회가 기독교 교육

을 위해 특별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지, 혹은 지역별로 기독교 교육 행사

가 있는지 소속 연회에 확인하라.

이 소책자를 통해 당신은 기독교 교

육 주간 행사를 계획하기 위한 다양

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소그룹 인도

자들을 축복하고 지원하며, 의도적인 

신앙계발과 제자화를 위한 개 교회의 

확고한 의지를 세워가는데 이 자료들

을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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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의 신앙형성이란 성장과 성숙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 존 웨슬리와 초기의 감

리교인들은 마태복음 5-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22장 34-40절, 마가복음 12장 29-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

장 25-28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

침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웨슬리는 기독교의 신앙형성을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

다. 그는 이 과정을 “완전으로 향해 가는 것”으로 설명하였

다. 웨슬리에게 있어, 신앙인들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성

숙되어 갈 때, 그들은 예수님과 더 닮아 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웨슬리는 이 은총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선행 은총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일깨우신다).

• 칭의 은총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

시키신다). 

• 성화 은총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

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다).

웨슬리는 또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

기 위해서는 격려와 후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래서 그는 신앙인들이 사랑 안에서 완전에 이르는 이 평생의 

과정에 잘 적응하도록 소그룹 제도를 만들었고, “서로를 사

랑 안에서 돌보도록” 그들을 도왔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식은 기독교인의 삶의 형성을 보

여준다. 십자가 모양의 중앙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이자 이름이다.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를 대표한다. 기도, 예배, 성찬식, 성경, 말씀 묵상, 금식과 같

은 경건의 활동들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다. 수평

의 기둥은 자신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인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것, 아픈자들을 돌보는 것, 감옥의 수감자들

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등과 

같은 자비의 활동들은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이다.    

네 모서리에는 예수님의 방식을 요약하는 성경구절이 나와

있다. 제자도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

는데, 그 결과 마음과 삶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함의 표시들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며, 

존 웨슬리가 말한 “거룩한 기질들”이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은혜는 그들을 자유케 함

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들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하게 된다.     

당신이 기독교 교육 주간과 다음 연도의 계획을 준비할 때, 

어떻게 소그룹 사역들이 신앙인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시킬 

수 있는지 고려하라. 교인들이 어떻게 웨슬리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성화라는 평생의 과정으로 초대될 

수 있는 지를 깊이 묵상하라. 당신의 회중들을 위해 성숙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문구들을 찾아보라. 

“경건의 활동들”과 “자비의 활동들”을 실천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록하라. 당신 교회의 소그룹 사역

의 장점들은 무엇인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교

인들과 소통할 때, 당신이 생각해 놓은 것들을 활용하라. 신

앙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소그룹들을 인도하는 소그룹 지도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 기독교 교육 주일

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새로운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하고, 

새 교우들이 은혜의 수단에 동참하고, 서로 배우며, 신앙안

에서 성장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는 시작점

이 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dapted from  “A Wesleyan Model of Small Group 
Ministry” by Steven W. Manskar. You can read an extended ver-
sion at http://bit.ly/1mFdlYF.

신앙형성과 제자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소그룹 지도자들이 역동적인 제자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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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by Steven W. Manskar, Director of Wesleyan Leadership, GBOD, smanskar@gbod.org

제자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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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뿐
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
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
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막 12장 29-30절)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막 12장 3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
니다.”
“…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 5장 6, 22-23절)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눅 9장 23절)

자비의 활동들자비의 활동들

경
건
의 

활
동
들

경
건
의 

활
동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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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자료

성경 

예레미아 31:31-34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

음 안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시편 95:1-7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 받았다)

마가복음 12:28-31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

한 질문에 대답하신다)

골로새서 1:9b-10; 2:6-7 (바울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과 열매 맺

기를 격려한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세상의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회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인도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찬양으로 그 앞에 나

아 오라.

회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인도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

님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회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봉헌기도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 많은 방

법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

신 많은 교사들과 소그룹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재물과 감사와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찬송

What Gift Can We Bring  UMH #87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UMH #139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UMH #384

Bless His Holy Name  TFWS #2015

The Summons  TFWS #2130

UMH: The United Methodist Hymnal

TFWS: The Faith We Sing

축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

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

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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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들과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한 

헌신의 기도문

인도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읽었습니다. 

회중: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

다. 

인도자: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소그룹이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배

웠습니다.

회중: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를 드

립니다. 그 신앙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소그룹 지도자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

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함께 배우게 하옵소서.

소그룹 지도자들: 우리가 인도해 나아 갈 소그룹 모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안

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

니다.

모든 회중과 인도자: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의지가 삶의 실천으로 변화되도록 도와 주시옵소

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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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약 90분

목적

이 워크숍이 끝날 즈음에, 모든 참가자들이

1. 소그룹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그룹에서 진행자들로 섬길 

수 있는지 기술할 수 있으며,

2. 그룹 참석자들로부터 이끌어 내기 원하는 정보에 기초해

서 질문들을 만들고, 

3. 자신들의 소그룹에서 신학적인 성찰과 토론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
• 워크숍과 그 목적을 공고한다.

• 참석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 자료들을 준비한다:

- 이름표

- 굵은 펜

- 간단한 다과 – 선택사항임

- 발표용 큰 종이

- 교과 자료 복사물 

- 연구 모임에서 사용된 교재 

- 종이

- 펜이나 연필

• 발표용 큰 종이의 윗부분에 “교사”라고 적는다. 두번째 

발표 용지의 상단에 “진행자”라고 적는다. 그 두 발표 용

지를 모임 장소의 각기 다른 곳에 게시한다. 게시된 발표

용 큰 종이 근처에 몇 개의 굵은 펜(markers)을 놓는다.

• 전체 그룹 활동을 위해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거나, 원

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둥글게 자리를 배치한다. 발표 용

지가 달린 이즐(easel)이나 화이트 칠판 보드를 준비하고, 

전체 그룹이 쓸 수 있도록 굵은 펜들을 준비한다.  

• 소그룹 활동을 위해 각 그룹마다 두 개의 테이블과 의자

들을 준비한다. (만약 당신의 그룹에 많은 참석자들이 있

다면, 인원을 고려하여 테이블의 숫자를 결정한다).

• 소그룹 활동들을 위해 안내문과 모든 인쇄물 (handouts)

을 준비한다. (인쇄물의 발제 내용은 8-11 페이지에 나

와 있다).

• 소그룹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내문, 인쇄물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는다. (아래에 있는 워크숍의 자세

한 내용을 참조한다).

신앙형성과 제자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워크숍: 진행자들로서의 소그룹 인도자들

워크숍 진행하기

시작하기 (약 15분)

소그룹 지도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 만약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이 도착하는 

대로 알려 준다. “교사”와 “진행자”가 쓰인 각각의 발표 용

지가 게시된 장소를 알려 주고, 그 단어를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쓰게 한다. 이 활동을 마친 후에, 원형으로 배열된 의

자에 앉도록 한다.     

모두를 환영한 후에, 자신들의 이름과 인도할 소그룹을 포함

하여 자기 자신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초대한다. 전체 그

룹이 너무 크다면, 적절한 시간 안에 끝마치기 위해서, 더 작

은 그룹들로 나누어 할 수 있다.

마가복음 12장 28-31절을 읽는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의 중심임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킨다. 당신의 소그룹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워크숍은 지도자들로서 소그룹 상호활동과 토론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참가자들의 지도력과 그들이 인도할 소그룹들을 

위해서,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 함께 나눌 시간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무엇이 원만한 진행(facilitation)인가? 

(약 10분)

한명의 지원자 (volunteer)에게 “교사”라고 이름 붙여진 큰 

발표 용지에 적혀 있는 아이디어들을 읽게 한다.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진행자”라고 적혀 있는 발표 용지에 적힌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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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게 한다. 전체 그룹에게 이 두 가지에서 발견되는 공통

점을 나누도록 한다. 그들의 발언을 또 다른 발표 용지나 화

이트보드에 적는다. 그리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다

시, 그들의 발언을 기록한다. 참석자들이 나눈 생각을 토대로 

당신은 다음의 내용을 대화에 첨가할 수 있다:

• 진행자들은 다루는 내용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룹의 진

행을 맡은 인도자들이다.

• 진행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배움의 목표와 자료들, 그리고 배

움의 활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

움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좀더 깊은 대화를 위해 두 곳의 학습센터(learning centers)에 

대해 설명한다: (1) 어떻게 좋은 질문들을 묻는지를 다루는 

학습센터, (2) 어떻게 신학적인 성찰과 토론을 이끄는지를 다

루는 학습센터. 참가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깊이 토론하기 위

해 총 4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들은 둘 중의 한 곳을 선택

하여 참석하거나, 시간을 나누어 두 곳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소그룹 지도자로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참가자들은 필요하면 휴식을 취하거나 다과를 즐길 수 있다.

학습센터 (약 45분)

좋은 질문 던지기

지침: “질문의 목적들”과 “질문의 형태들”이란 인쇄물(hand-
outs)을 읽는다. 교과과정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의 

한 부분(session)이나 책의 한 장(chapter)을 선택한다. 그 책

이나 교과과정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을 위한 몇 가지 질문들

을 쓰는 연습을 한다.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현재 섬기는 소그룹에 대해 묵상한다. 당신은 평상시 

어떤 종류의 질문을 주로 던지는가? 어떤 질문이 좀 더 깊은 

수준의 대화로 이끄는가? 그룹의 진행자로서 어떤 종류의 질

문이 당신의 역할에 더 적합한가?   

신학적 성찰로 인도하기

지침: “신학적 성찰이란 무엇인가?”란 인쇄물을 읽는다. 당

신이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기록한다. 당신

의 소그룹에서 어떻게 신학적 성찰에 기초한 토론을 원만하

게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중요한 사건 보고서”라는 인쇄물을 본다. 당신에게 중요한 

이슈를 찾고, 그 이슈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촉발시키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찾는다. 소그룹에서 신학적 대화를 원만하게 진

행하기 위해 이 연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려한다.

상호간 초대하기 (약 10분)

소그룹들이 전체 그룹 장소에 다시 모이도록 한다. 상호간 초

대하기(Mutual Invitation)는 모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되, 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또한 소그룹의 과정

임을 설명한다. 정해진 지도자가 토론을 시작한 후에, 그룹에

서 응답할 사람을 초대한다. 이는 그 그룹의 어떤 사람이어도 

되며, 지도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

다. 초대받은 사람은 대답하거나, “통과”(I pass) 혹은 “나중

에”(I pass for now)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답하거나 통과하거

나, 그 사람은 자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발언하도록 초청한

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받

을 때까지 계속된다. 만약, “나중에”(I pass for now)라고 말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대화에 다시 초청될 것이다. 

상호 초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룹의 성원들이 무엇을 배웠

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소그룹 활동에서 제기된 

질문 등을 나누도록 초대한다.

참고: 상호 초대하기에 대해 더 알려면,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 Spirituality for Leadership in a Multicul-
tural Community, by Eric H.F. Law. Chalice Press, 1993을 참

고한다.

결론 (약 10분)

마가복음 12장 28-31절을 읽는다. 참가자들을 기도의 시간

으로 초청한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거나 묵상기

도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기도 제목을 포함한다: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소그룹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을 위하여…

우리 회중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

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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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를 기억한다

• 기술한다

이해

• 설명한다

• 요약한다

• 예를 든다

적용

• 어떻게 정보가 행동을 이끄는지 확인한다

• 함축하는 의미를 고려한다

분석

• 정보간 관계들을 연구한다

• 정보를 체계화한다

평가

• 정보와 행동 등에 나타난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을 확인한다

• 정보와 행동 등을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창조

•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만든다

• 새로운 행동들을 시험한다

질문의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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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fact-finding)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활용: 시사적인 화제와 성경의 문구 등에 관한 정보를 모은다.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정서 확인 (emotion-finding)

• 그룹 구성원의 의견이나 감정, 가치관, 신앙관등을 고려한 주관적인 정보

• 활용: 대화의 주제에 관련된 관점을 이해하고 정서를 인지한다.

기호 인지 (preference)

• 참가자들의 기호에 관련된 주관적인 정보. 하나가 아닌 다수의 “옳은” 정답들을 허용한다.

• 활용: 그룹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명백성 확인 (clarification)

• 참가자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 활용: 부정확한 결론이나 오해를 피한다.

세밀한 연구 (elaboration)

• 참가자들이 발언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한다.

• 활용: 보다 많은 정보와 심도있는 내용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현재의 상황에 부합되게 정보와 적용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성적 판단 (reasoned judgment)

• 의견이나 신념, 혹은 행동으로 이끄는 가설, 가치, 정신 모형(mental models)들을 드러낸다.

• 활용: 기준이나 가치, 개념과 자료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질문의 목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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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성찰은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 그리고 우리

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보와 경험, 그리고 발생하는 상황

들의 중요성을 결정한다. 우리들은 신앙의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정보와 경험, 혹은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때, 하나님과 신앙의 다른 관점들에 대한 그들의 믿

음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학적 성찰은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의 적절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깊이 생각하도록 돕는다.

신학적 성찰을 위한 몇 가지 자료들

• 성경

• 기독교 전통

• 이성

• 경험

• 친구들과의 대화

• 종교적인 다른 전통들

신학적 성찰의 과정

• 천천히 생각한다.

• 가설이 드러나게 한다. 

•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 관련이 없는 정보로부터 관련이 있는 정보를 분리한다.

• 자료들의 신뢰성을 세운다.

• 일관성이 없는 것들을 확인한다.

• 다른 관점이나 시각들을 확인한다.

• 새로운 생각이나 반응들을 시험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절하게 각자의 신학에 통합한다.

신학적 성찰이란 무엇인가?



11

지난 2주에서 4주 동안 당신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설명한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은 없다. “중요한 사건”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당신을 사로

잡은 최고의 순간이거나, 당신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 사건이거나, 어떤 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했

거나, 당신이 방해 받아서 기분이 가라앉은 최악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 주어진 순서를 따르거나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1. 서술하기: 

• 어떤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나 이슈.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나 모임에서 있었던 녹취록을 

포함한다.

• 당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흥미, 감정, 그리고 신학적 관점.

•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흥미, 감정, 그리고 신학적 관점.

2.  이 사건의 광범위하고 깊은 전후사정은 무엇인가? 이 이슈를 특징짓는 다른 사실뿐만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들,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의 가치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3.  당신은 이 상황이나 이슈를 신학적 혹은 성서적 이미지나 관점, 사회 과학적인 관점 등에서 어떻게 이

해하는가? 어떤 감춰진 신학적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는가?

4. 이는 최고의 시점인가 아니면, 최악의 상태인가?

• 최악의 상태라면, 당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당신이 취했을 다른 대응 방법들을 말해보라. 

무엇을 다르게 하였을까?

• 최고의 순간이라면, 당신이 깨달은 새로운 통찰력이나 배운 점을 기술하라.

• 만약 그 상황이 질문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하라.

5. 당신이 이 이슈에 대해 친구와 토론할 때,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6. 이 상황속에서 당신의 행동이나 지도력을 위해서 선택할 다음 단계들을 적어본다.  

중요한 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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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 주간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지만, 실제로 
교육 주간은 각 연회에 의해 지정된다. 당신이 속한 연회 사무실
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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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quotations are from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2008. © 2008 by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Used by permission.

여기에 기록된 자료들은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www.gbod.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www.gbod.org/education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형성(Christian education and formation)이라는 섹션에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주쓰는 인터넷 탐색창으로 가서, GBOD 다음에 찾는 

자료의 제목을 쓰면 된다.

Foundations: Shaping the Ministry of Christian Education 
In Your Congregation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기술된 “교리적 기준과 우리의 

신학적 임무”(Doctrinal Standards and Our Theological 
Task)에 기반한 이 자료는 기독교 교육의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 기초에 대한 진술서이다. 

Intentional Faith Development: Establishing Standards for 
Christian Formation and Discipleship 
위에 언급된 Foundations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자료는 개 교회들이 신앙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신앙적 기준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Teacher Develop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
이 자료는 교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해야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회중을 돕는다. 또한 

신앙계발을 위한 회중의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iTeach
교사와 지도자들을 위해 매월 전자메일로 보내지는 이 무료 

소식지는 위에 소개된 Teacher Development에 나와 있는 

계발 분야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원래 연속시리즈로 출간된 이 자료는 이제 소책자 단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각각의 단편은 Teacher Development
에 나와있는 분야들에서 교사들이 “해하지 말라”(do no 
harm) 의 수준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단편들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Teachers as Spiritual Leaders and Theologians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ible
Teachers Know Their Place in the Faith Story
Classroom Environment
A Short Glossary of Faith and Church Language
Understanding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eachers Live the Faith
A People of God
Who Am I as a Teacher?

Keeping in Touch: Christian Formation and Teaching, 
Revised Edition
이 책은 교사들과 소그룹 지도자들을 위해 다섯 가지의 

매우 중요한 과정들을 알려준다. Cokesbury나 Upper Room 
서점을 통해 책을 주문할 수 있다.

GBOD Webinars
한시간 분량의 이 인터넷 강좌들은 기독교 신앙형성과 

제자화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주안점을 둔다. 각각의 

강좌는 www.gbod.org/webinars에 녹음되어 있고 관리된다. 

올해의 기독교 교육 주간의 주제와 관련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 Leading Group Discussion 그룹 토론 인도하기 (성인사역)

• Starting Small Groups 소그룹 사역 시작하기 (교육사역)

추천 자료들

PO BOX 340003 / NASHVILLE, TN 37203-0003 / (877) 899-2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