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d
among
THE

us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Scripture Engagement in IFES

|

IFES의 성경 공부

The Word Among Us
Scripture Engagement in IFES
Written by:
Sabine Kalthoff (Germany), IFES Secretary for Scripture Engagement
Annette Arulrajah (Malaysia), IFES Associate Regional Secretary for East Asia
Emmanuel Ahlijah (Ghana), former IFES Associate Regional Secretary for English- and Portuguesespeaking Africa (EPSA)
Lindsay Olesberg (USA), Scripture Engagement Director for InterVarsity USA
Ricardo Borges (Brazil), IFES Associate Regional Secretary for Latin America
© IFES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 First published 2015.
ifesworld.org
Editor: Huw Spanner
Designer: Andreas Sonnhüter, www.sonnhueter.com
All Scripture quotatio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are taken from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Anglicized, NIV® Copyright © 1979,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ISBN 978-1-899464-20-3
A digital version is available at scriptureengagement.ifesworld.org/the-word-among-us.
L‘IFES est une organisation déclarée à Lausanne, Suisse.
IFES is a registered charity in England and Wales (247919), and a limited company (876229).

GETTING

d
e
t
r
s ta
출발

우리는 학생들이 새로운 세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나눌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소책자는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이 소책자는 총무와 간사, 학생 리더들이 지역 학생 그룹과 전국 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재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Photos from the IFES media library include images from IFES events and those of its national movements.
Shutterstock: Elenamiv (1), Yellowj (36), iamreal-kobzeva (43), iravgustin (45), Guayo Fuentes (48),
benzcanon (54), Serg-DAV (56); iStock: Leonardo Patriz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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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제1부>

1 2
PART 2

<제2부>

IFES의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깊은 헌신은 언제나 IFES 사역의 핵심이었다. IFES 교리 기초는
“원본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의 신적인 영감과 전적인 신뢰성,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 말씀이 갖는 최고의 권위”를 확언한다. 우리 운동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만나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다.

성경 공부의 선명한 비전 함양하기

우리 가운데서 말씀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

산돌 비전 2020(The Living Stones Vision 2020)에서는 IFES에

비전 함양을 위한 가이드

성찰을 위한 도구

‘성경 공부’(Scripture Engagement)1)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삶

제1부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의 여섯

제2부는 잠시 멈추어 성찰해보라고 우리를

가지 핵심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여섯

초대한다.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우리를

가지 측면과 그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풍요롭게 하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몇

주도적으로 성경 공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지 질문이 여기에 제시된다. 그 목적은 우리

것이다.

가운데서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 감사하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성경에 다가가도록 초대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성경 공부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분
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나누는 교제를 즐기고, 그분에게 깊이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말씀의 영향력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 이상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성경 공부란 단순히 어떤 활동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이 두 자료는 각각 따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따라서 성경 공부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이 두 자료 가운데 하나를 다룰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공부하는
시간을 두어야 한다. 다음 본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 산 돌 비전의 핵심 용어인 Engagement는 ‘참여,’ ‘몰입,’ ‘실천’ 등 ‘공부’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의미를 담
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한 단어로 전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 있고, 또 본래 ‘공부’(工夫)라는 말에는 ‘배
움’만이 아니라 ‘실천’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이 소책자에서는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 역주.

창세기 1:1-2:4, 신명기 6장, 느헤미야 8장, 시편 119:33-40, 마가복음 4:1-34; 누가복음 24:13-35,
요한복음 1장; 디모데후서 3:10-4: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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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의 비전은

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성경공부는 필수적이고, 이것이 우리 비전의 중심을 차지한다.
성경 말씀만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혁된

사용하여 우리를 제자 공동체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두도록 부름 받는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

바라보시듯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회에 그분의 진리와
소망을 전하라고 도전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성경 공부는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 비전을 성취하고자 할 때 절대 필요한
요소다. 공동체 및 기도와 더불어, 성경 공부는 “IFES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싸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산돌 비전의 세 가지 핵심적 헌신 가운데 하나다.

대학과 교회, 사회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우리의 삶을 변혁할 때, 우리는 산돌(living stones)이

영향을 주는 모습을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보는 것이다.

Annette Arulrajah / 말레이시아

Sabine Kalthoff / 독일
Emmanuel Ahlijah / 가나
Lindsay Olesberg / 미국
Ricardo Borges / 브라질

산돌 비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ifesworld.org/livingstones 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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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경 공부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이해를 넓고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여섯 가지 핵심 측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학생 사역과 생활 방식에서

이 자료는 여섯 가지 핵심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가이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성찰해보라. 각각의 측면에 대해 이
가이드는 당신이 한걸음 더 내딛도록 돕는 활동의 본보기를 제시한다. 이 자료를 사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고, 이 목록에 성경 공부의 다른 측면을 첨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성
 경
> 성경

말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깊은 확신을 품는 것

> 하나님의
> 생활

> 성경을
> 우리

할 때. 이 여섯 가지 측면은 각각 왜 중요한가?

말씀에 대해 사랑, 기대에 부푼 경청, 순종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

> 우
 리의

사역 전반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학생들의 삶에서 또 우리 운동에

서 이 여섯 가지 핵심 측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측면

방식 속 성경 공부 모델을 제시하는 것

> 전도에서

공부의 여섯 가지 핵심 측면에 대해 (개인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생각

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것

> 전
 략을

개발할 때.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학생 그룹이나 운

동에서 성경 공부의 이 여섯 가지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가?

공부하는 훌륭한 습관을 기르는 것

> 학
 생모임과

세계의 도전을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

수련회, 훈련 내용을 계획할 때.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 여섯 가지

측면을 어느 정도나 포함하고 또 강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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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Deepening Our

Convictions
about the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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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and Purpose
성경 말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깊은 확신 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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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말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깊은 확신 품기
예시 활동 : 소그룹 토의

성경의 본질적 특징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소통의 토대를 놓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믿음이 단순히 추상적
인 신학 진술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
이 이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 복된 소식을 기뻐하고, 그들이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그 권위 있는 음성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우리 성경 이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차적으로 책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확신이

>

 경에 대한 기본적 믿음을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 성경의 본질과 특징,
성
성경의 전반적 내용과 목적에 관한 진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옆에 앉은 사람과 얼마 동안 당신의 생각을 나누라.

>

 그룹에서 성경에 관한 기본 믿음 중에 몇 가지를 서로 나누라. 이런
소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다음 질문을 다루어도 좋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왜 복된 소식인가? ‘성경의 권위’
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상황에서 이 권위가 도전받는 곳은 어디인가?

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게 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오심
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성경 말씀은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한다. 성경
말씀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문에 더 가깝다.

주의 :

이 만남은 우리를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는 예수님의 연인이자 제자로 변화시킨다.

대답을 곧바로 찾기 어려운 질문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당신의 성경 이해가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이나 문서 자료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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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love,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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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ng an
Attitude of

Expectant
Listening

and Obedience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
기대에 부푼 경청,
순종의 태도 함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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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
기대에 부푼 경청,
순종의 태도 함양하기

예시 활동 : 작시(作詩)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말씀에 다가가느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만큼 중요하
다. 즉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법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

시편 19편을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한 시편 저자의 태도를 묵상하라.

>

 경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시편을 써보라. 당신의 생각과
성
감정에 솔직하라.

들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미 본문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의 메아리
만 들을 위험이 있다. 만약 성경의 목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필요를 다루는 내용만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구주요
연인이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언제나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다가갈 때 우리는 신중하게 경청하려는 열망을
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풍성
하게 채우시리라 기대한다. 우리가 경청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열라고 요청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
하려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18

19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

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Modelling

a Lifestyle

ENGAGEMENT
생활 방식 속
성경 공부의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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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식 속
성경 공부의 모델 제시
예시 활동 :
당신의 역할 모델을 기억하기
>

 신의 신앙 여정을 묵상하라. 성경을 공부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 의미
당
를 두고 씨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에게 보여준 사람은 누구인가?

>

그들이 누구이고,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설명하라.

>

그들에게 짧은 감사의 글을 적어도 좋다.

이 영역에서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 대단히 중요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에 정직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데 깊이 헌신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학생 운동에서 성경 공부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
한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열정을 품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일을 접할 것이다.
우리는 생활 방식 속 성경 공부의 모델을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중심 위치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과정은 혼자서 혹은 소그룹으로 해도 좋다.

헌신되어 있음을 알린다. 우리는 깊이 있고 현실성 있는 성경 공부를 경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여기에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기꺼이 응답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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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Trusting the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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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God’s Word

in Evangelism
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신뢰하기

24

25

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신뢰하기
예시 활동 :
인터뷰
비그리스도인 학생 서너 명과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라.

성경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알고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바뀌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둠 속에 빛을 발하셔서 그들을 구원으

>

 신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있는가? 접해본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였
당
는가?

>

 신은 성경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당신은 친구에게 성경에 대해
당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신은 성경과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흥미를 느끼는가?
당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 초대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음을 바꾸고 지성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창조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핵심 요소다.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대한다. 그렇지만, 만약 불신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이끌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게 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 주위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것
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할 때 중요한
발걸음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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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Nurturing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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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ractices

in Scripture
ENGAGEMENT
훌륭한
성경 공부 습관
들이기
28

29

훌륭한
성경 공부 습관 들이기
예시 활동 :
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그룹(학생 리더든 간사든 관계없다)으로, 기독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소
생각하는 훌륭한 성경 공부 습관을 열거하라. 얼마간 시간을 들여, 모든
기독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요
습관을 선별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라. 당신은 어떻게 이런 습관을 들였는
가? 이런 습관을 강화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생 리더나 간사는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훌륭한 습관이나 능력이
학
필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활용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
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시도록 성경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 학생들의 능력이 커가기를 바란다. 게다가 그리스도
인이나 비그리스도인 친구 모두와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은
강력한 번식자가 될 것이다.
훌륭한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목적을 갖고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여기에
는 모델 제시와 훈련, 멘토링, 실제적인 배움의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 일은
훈련 이벤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끈기 있게 개인에게 투자하고,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해 가르칠 때 훌륭한 습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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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라. 생각하라. 강화하라. 살아내라.

Addressing the

Challenges

focus. consider. strengthe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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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World
Biblically
우리 세계의
도전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32

33

우리 세계의
도전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예시 활동 :
질문을 귀담아듣고 대답하기
>

 퍼스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학생
캠
들에게 물어보라.

>

 런 질문 가운데 두세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
이
어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지 깊이 생각해보라.

>

 장 빈번하게 묻는 몇 가지 질문을 다루는 특별 행사를 준비해 보라.
가
이런 질문을 제대로 다루는 데 누가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삶을 다룬
다. 그분의 말씀에는 모든 곳에 소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
는 우리의 상황, 다시 말해 우리의 대학과 사회에 있는 현재의 필요와 쟁점에 대해 성경
적 관점을 개발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관점을 전달할 길을 찾기를 원한다. 우리는 심오하고 복합적인 필요에 얄팍하고 단순한
대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안 쟁점을 이해하고, 고립된 본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에 근거한 접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이 우리의 의제
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성경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바꾸어, 훨씬 중요한

수많은 학생 운동이 이런 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성경 말씀에 다가갈 때, 우리는 해답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기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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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혹은 소그룹으로
성찰하라:

SUM MARY

비전 함양을 위한 가이드를 읽은 뒤 당신에게 특별히 부각된 통찰력은 무엇인가?
다음 여섯 가지 핵심 측면 가운데 지금 당신의 소그룹이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성
 경 말씀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깊은 확신을 품는 것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랑, 기대에 부푼 경청, 순종의 태도를 함양
하는 것
> 생활 방식 속 성경 공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 전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것
>성
 경을 공부하는 훌륭한 습관을 기르는 것
> 우리 세계의 도전을 성경적으로 다루는 것

지금까지 나온 생각을 모아서
성경 공부의
선명한 비전 함양하기

두 가지 영역에서 당신의 소그룹이나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해보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한두 가지 구체적인(그리
고 현실적인) 첫 걸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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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운데서
성경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

이 자료를 사용할 때 이 소책자 제1부에 있는 비전 함양을 위한 가이드를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할 때, 당신은 이 질문들이 당신을
기도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변화와
갱신을 가져다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신뢰하자!

이 도구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성찰을 위한 도구

> 학
 생

그룹에서, 간사 모임에서, 간사와 학생의 일대일 만남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나누는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 우
 리의

않는다. 이 자료는 당신이 잠시 멈추고 성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는 갱신되
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 우리의 학생 운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면밀

삶과 학생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찰할 때.

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 우
 리의

말씀과 그들의 소통을 살펴보는 게 포함될 것이다.

학생 사역의 장점과 약점을 평가할 때. 그 뒤에 당신은 성경 공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예컨대, 학생 리더 모임이나 간사 모임에서).
이 도구의 목적은 변화와 갱신을 위한 성찰을 넘어선다. 당신이 과제와 약점을 인식하게

> 주
 요

될 때, 어떻게 이 성경 공부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행사 이후 혹은 학년 말에 우리의 성경 공부를 평가하고 감사할 때.

> ( 두세 시간 동안 혹은 일정 기간에) 한

당신이 내디딜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라.

가지 성찰 주제에 집중할 때 혹은 이 교재

전체를 끝낼 때. 각각의 성찰 주제가 따로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반드시 원만하게 진행되는 곳을 파악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도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을 기뻐하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이 도구는

주의: 이 도구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당신은 이 질문을 당신 자신이나 학생 그룹,

전부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 그룹과 운동 안의 성경 공부에 대해 성찰하는

간사팀 혹은 전체 학생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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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라. 성찰하라. 감사하라. 갱신하라

문제의 핵심 :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

stop. reflect. celebrate. renew.

|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18(새번역)

> 어
 떻게

특정 성경 본문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 변화를 낳았는지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보라.
> 우
 리의

삶에서 또 학생 그룹이나 운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다가가는지 성찰해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은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소통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 깎아내리는 위험에 빠지는 때는 언제인가?
> 학
 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

인가? 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우
 리의
12-15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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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관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43

멈추라. 성찰하라. 감사하라. 갱신하라

보이지 않는 요소:
식욕 돋우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stop. reflect. celebrate. re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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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 15:16(새번역)

> 그
 리스도인

학생들이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갖고 성경에 다가가는지 묘사해

보라. 그런 감정과 태도 뒤에는 하나님에 관해 또 그분의 말씀에 관해
어떤 확신이 있는가?
> 우
 리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

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예컨대, 의심, 낮은 기대감, 성경에 대한 잘못
된 이해 등)
> 당
 신은

어떤 이미지나 비유를 사용하여 이 세대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에

대해 설명하겠는가?(예컨대, 우리의 허기를 채우는 맛있는 음식)
> 성경에
16-19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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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랑과 기쁨의 긍정적 태도를 키우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45

멈추라. 성찰하라. 감사하라. 갱신하라

매일의 현실 :
말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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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39:23-24(새번역)

> 우
 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성경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성경은 우리의 확신과 헌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는가?
> 성
 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그 만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한다
고 확신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예컨대, 예배와 기도, 순종하는 삶 등
에서)
> 우
 리는

어떻게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대안 문화적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20-23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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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47

멈추라. 성찰하라. 감사하라. 갱신하라

능력 있는 말씀 :
예수님께 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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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30-31(새번역)

> 성
 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가 아는 학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셨던 적이 있는가? 그들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는가?
> 대
 학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못하

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들이 흥미를 갖고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믿
 지

않는 친구들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효과

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 그리스도인

학생들의 삶에서 - 그들의 확신이나 태도나 행동에서 -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동료 학생들이 예수님이나 그분의 말씀과 더 많이 접촉할
24-27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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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는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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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형식 :
말씀을 위한 공간 만들기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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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0:27(새번역)

> 개
 인

성경 읽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각자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가?
> 우
 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간을 들여, 각 방법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라.
> 개
 인

성경 읽기와 소그룹 성경 연구, 성경 강의는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가?

이 가운데 우리 그룹이나 운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안을 취할 수 있겠는가?
> 가
 끔

우리는 곧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다른 것들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거나 산만할 때가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개인과 그룹 둘 다
28-31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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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는가?
51

멈추라. 성찰하라. 감사하라. 갱신하라

변화의 한복판에서 :
오늘을 위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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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새번역)

> 대
 학교나

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을 사로잡는 쟁점이나 관심사는 무엇인

가?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어떻게 대화하는가?
> 하
 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세대 학생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향 - 열린 문과 도전 둘 다 - 을 목격하는가?
> 학
 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도록 돕는 방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가?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중심을 차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 우
 리의

소망은 모든 학생 세대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 소망이 실현될 때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보라! 그 꿈을 실현
32-35
페이지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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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53

SUM MARY
요약

우리
가운데서 력
향
성경의 영
묵상하기

지금까지 나온 생각
모아보기
당신은 지금까지 학생 그룹이나 운동에서
성경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각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어야 할
한두 가지 과제와 약점을 파악하라.
이 분야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하라.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 구체적인(또 현실적인) 첫걸음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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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공부의
촉매제
되기

다음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곳이다

> 말씀의

학생이 되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것.

> 하나님의
> 성경

공부에서 기쁨과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 성경을
> 깊이

말씀을 나눌 열린 문을 찾는 것.

읽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있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길

을 찾는 것.
>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할 수 있을지 공동체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 것
>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
> 학생들

우리의 학생 운동에서 성경 공부를 강화하는 일은 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이고, 학생들의 삶에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

> 

이 성경 공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

> 

56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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