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
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
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
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
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
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
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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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였을 때 배운 노래 중에 이

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

하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어린아이

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은 사랑이시라.” 아주 어려서부터 하

나님이 사랑이심을 배웠다는 것은 얼

마나 놀라운지요! 또한, 가족과 교회 

안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사

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런 관계

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

었습니다.

2016년 기독교 교육 주간 자료는 하

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 배

움의 환경을 만드는 관계의 역할에 중

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독

교 신앙의 형성을 위해 체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전제에 기

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야기, 의견, 진리에 대한 주장 또는 

어떤 특정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경험으로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진실성과 정

확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

행일치” 또는 “나는 바담 풍 해도 너

는 바람 풍 해라”라는 속담을 들어왔

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

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듣는 말

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체험적인 신앙 형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에 관한 

지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것은 “예

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

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

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세

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길로 인도하는 전체적이며 실천적이

고 지각적이며 역동적인 평생의 체험

입니다.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여러분이 기독

교 교육 주간/주일 기념 행사를 기획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습니

다. 행사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연회

에 연락해서 기독교 교육 주간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연회의 교육 사역을 지

원하기 위한 헌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 주간 행

사를 배움, 봉사, 친교의 새로운 기회

와 연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는 여러분 교회의 제자도를 위한 환경

을 강조하고 기념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

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다른 이들

과 나누라는 부르심을 기쁨으로 깨닫

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
기독교 교육 주간

체험적인 신앙 형성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자.

회중: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

인도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도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회중: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구절
•   신명기 6:4~6 (쉐마)

•   시편 95:1~7a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

•   마가복음 12:28~34 (가장 큰 계명)

•   고린도전서 13:1~8a (놀라운 사랑)

찬송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UMH 57
Live in Charity, TFWS 2179
In Unity We Lift Our Song, TFWS 2221
They’ll Know We Are Christians by Our Love, TFWS 2223 

UMH=United Methodist Hymnal
TFWS=The Faith We Sing

기도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 등 

많은 통로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아멘.

축도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랑의 대사로 부르신 주의 이름으로 나아 갈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헌신의 기도문
회중(좌): 오 하나님, 이 기쁜 날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많은 방법을 기억합니다.

회중: 온 마음을 다 해 당신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회중(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회중: 온 영혼을 다 해 당신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회중(좌): 이곳에서, 당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온 많은 이야기, 상징, 노래, 기도를 기억합니다.

회중: 온 뜻을 다 해 당신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회중(우): 오늘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회중: 온 힘을 다 해 당신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회중(좌):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이들을 축복 하소서. 그들이 준비할 때 그들을 인도 하소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회중(우): 믿음 안에서 늘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회중: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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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약 9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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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험되는 교육체험을 기획한다. 

2. 사랑의 하나님과 연관된 최소 둘 이상의 영성
훈련을 설명한다. 

3. 영성훈련을 그룹 미팅에 접목시킨다.

자료:
•    이름표

•    마커펜

•    크레용

•    간단한 다과나 음료 (선택사항)

•    이젤과 갱지 (또는 화이트보드)

•    종이

•    펜이나 연필

•    랩톱 컴퓨터 또는 아이팟 (3-4)

•    헤드폰 (3-4)

•    찬양 CD, 찬양곡을 준비한 아이팟, 그리고/또
     는 개인이나 그룹의 찬양곡의 유튜브 영상

•    묵주기도 재료 (묵주 주문: http://www.
       prayerworksstudio.etsy.com)

•    성경

•    The Faith We Sing 사본

준비:
•    워크숍과 그 목적을 홍보한다. 

•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    자료들을 수집한다.

•    전체 그룹 활동을 위해 원형으로 또는 원형 테
     이블에 의자를 배치한다. 전체 그룹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젤과 갱지 또는 화이트보드를 마
     커펜과 함께 준비한다. 

•    각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모든 유인물 (“Wes-
       ley’s Means of Grace”, “My Walk with God”, 

“A Guide to Lectio Divina”, “Reflecting on 
 God’s Presence”)을 준비한다.

•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안내서, 유인물, 각종
 준비물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둔다. (워크숍
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조)

시작 (약 15분)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이름표에 이름을 적도록 요청한다. 다과나 음료가 준비
되었다면 참가자들에게 권한다. 참가자들을 환영하면서 각자의 이름과 자신
이 인도하는 클래스 또는 소그룹을 소개함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대신한다. 
(만약 그룹 구성원이 많다면, 시간 내에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몇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마가복음 12장 28~34절을 읽는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
는 것의 한 버전이라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이는 신명기 6장 4~5
절의 쉐마에 근거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
씀을 적어본다.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의 이름
을 묻는다. 한 사람이 대답한 후 그룹 모두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
서”라고 화답하게 한다.

존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을 나누어 주고, 그룹과 함께 잠깐 살펴본다. 그 
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발걸음”을 나누어 주고, 각 참가자들이 느낀 바
를 자유롭게 적게 한다. 탐구를 위해 준비한 교육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고, 영
성훈련을 향상시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권한다. 각 센
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40분 동안 선택한 활동을 탐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참
가자는 하나 또는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필요에 따라 다
과와 음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학습 센터 (약 45분)

렉시오 디비나
과정 속의 각 단계를 이해하도록 “렉시오 디비나 안내”를 읽는다. 그 후, 마
가복음 12장 28~34절 또는 다른 성경구절을 이용해 그 과정을 실습한다.

기도 묵주
기도 묵주를 만들기 위해 설명서와 재료를 사용한다. 묵상을 위한 기도 묵주
의 사용법에 대한 개념을 읽는다.

음악 듣기
감상할 CD, 유튜브, 또는 아이팟의 음악을 고른다. 선택한 곡이 하나님, 예수
님, 혹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고려한다. 
음악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본다.

기독교인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를 숙고함”에 있는 질문들에 답한다. 다른 참가자를 찾아 당
신의 답을 나눈다. 당신이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각자의 반, 또는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한다.

전체 그룹 나눔 (약 15분)
모든 참가자가 다 함께 다시 모이도록 요청한다. 각자 얻은 통찰력이나 소그
룹 활동 때 제기 되었던 질문들을 나누도록 요청한다. 참가자들이 어떻게 각
자의 클래스나 소그룹에 영성훈련을 접목할 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마침 (약 10분)
참가자들에게 “They’ll Know We are Christians by Our Love” (2223, TFWS)
를 부르도록 요청한다. 성도들, 선생님들과 소그룹 리더들, 클래스와 소그룹
에 함께했던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모임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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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다.

•   만남과 응답의 리듬을 만든다.

•   말하고 듣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말씀공부
•   의도적/일관적

•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한다.

•   일상에 적용-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다.

성찬
•   우리의 중요한 이야기의 상징으로서 행해진다.

•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로 초대한다.

•   우리가 참여하게 될 천국 만찬을 상기시킨다.

금식
•   영육 간의 균형을 지킨다.

•   영성 훈련과 영적 분별력을 위한 도구로써 기도와
관계된다.

•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욕을 강조한다.

크리스천 회합
•   친교 그룹은 간증, 청지기 의식, 학습을 위한 양육,            

격려, 지원, 실천을 지원한다.

•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준비가 된다.

사랑의 실천
•   마음과 삶의 경건함-건강한 영성의 필수 요소

•   선을 행함, 악을 행하지 않음, “하나님의 규례”에 참여

•   연민과 정의

Lectio (읽기)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는다. 배경을 상상해 본다. 무엇을 보
는가? 무엇을 듣는가? 누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
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가? 그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
응할 것 같은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Meditatio (묵상)
성경 구절을 다시 읽는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한다. 이 구절이 기록되었을 당시 일반적 시대 상황은 
어땠는가? 성경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
가?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Oratio (기도)
묵상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옮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에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 기도한다. 당신
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
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말씀에 대한 응답
으로 기도할 때 성경과 묵상이 당신을 이끌도록 한다.

Contemplatio (관상)
당신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마쳤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깊게 호흡하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과 생각과 
번잡함을 비우려고 노력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
씀을 하시는지 자신을 열라. 만약 마음이 집중하지 못한다
면 다시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다시 잠잠하라. 연습
이 완벽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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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시오 디비나 안내



1. 영성훈련을 떠올리면, 나는 _____을(를) 생각한다.

2. 영성훈련을 하고자 할 때, 나는 때때로 _____로 인해 힘들어진다.

3. 성경 읽기는 _____할 때 가장 의미가 있다.

4. 내 기도생활은 _____일 때 더 강화된다.

5. 누군가 금식을 말하면, 나는 _____다.

6. 기독교인의 대화가 내게 의미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7.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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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들에 글이나, 그림으로 답하시오.

1. 지난 몇 주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2. 당신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끌었던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3.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위해 중보하도록 이끌었던 지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독교 교육 주간은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인준하지만, 각 연회가 교육 주간은 정한다. 소속 연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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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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어 있는 “교리적 기준과 신학적 과제”(Doc-
trinal Standards and Our Theological Task)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육에 관한 성

서적 신학적 기초를 서술한다.

Intentional Faith Development: Establishing Standards for 
Christian Formation and Discipleship (계획적 신앙 개발: 
기독교 신앙교육과 제자도를 위한 기준 확립)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intentional-faith-development-
establishing-standards-for-christian-formation
위의 기초(Foundations) 책자와 함께 사용한다. 교회의 신앙 교육에 관

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교육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Teacher Development: A Comprehensive Plan for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 (교사 양육: 연합감리교회 회중들에게 
적합한 포괄적 구상)

www.umcdiscipleship.org/resources/comprehensive-plan-teacher-
development-for-united-methodist-congregations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또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가 적절한 계획

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iTeach (뉴스레터)

www.umcdiscipleship.org/leadership-resources/educational-ministry 
(iTeach를 클릭하세요)

아이티치(iTeach)는 교사와 인도자를 위한 무료 월간 이메일 뉴스레터

로서, “Teacher Development” 책자에 나와 있는 교사 양육을 위한 자료

를 공급한다.

Discipleship Ministries Webinars (제자훈련부 온라인 회보)

www.umcdiscipleship.org/webinars
한 시간용 온라인 웨비나는 기독교 교육과 제자도에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각의 세미나는 녹화되어서 www.umcdiscipleship.org/

webinars에 보관되어 있다.

다음 자료는 콕스베리나 다락방 온라인 서점, 또는 아마존에서 
주문 구입할 수 있다.

A Bead and a Prayer: 
A Beginner’s Guide to Protestant Prayer Beads (묵주와 기도: 
초심자를 위한 개신교 묵주기도 안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으로서 묵주기도를 안내한다. 4주 성경공부와 

인도자 안내서도 함께 제공된다.

Creating a Life with God: 
The Call of Ancient Prayer Practices (하나님과 함께 인생 
만들기: 고대 기도 수련으로의 안내)
이 자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미로 걷기 등을 포함한 여러 기

도 방법을 소개한다.

Beginning Prayer (초심자 기도)
이 고전 자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 하는가, 어디서 기도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과 인도자들이 대답할 수 있게 도움

을 준다.

Forty Days to a Closer Walk with God: 
The Practice of Centering Prayer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걷기 
40일: 향심기도 훈련)
향심기도의 사용법은 물론, 매일 말씀과 묵상도 포함되어 있다.

Saint Benedict on the Freeway: 
A Rule of Life for the 21st Century (고속도로 위의 성 
베네딕트: 21세기를 위한 인생의 규칙)
삶의 규칙을 설명하는 이 책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규칙을 세울 것인가를 탐구하게 한다. 

(콕스베리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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