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신앙을 이야기 하는 방법 
 

2017 년 5 월 25 일부터 6 월 4 일까지의 지구촌 기도물결에 

동참하세요. 

 

서론 

 
우리가 ‘주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여 온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어, 사람들이 그분 나라의 

선함을 알고 경험하며, 그분의 가족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더 잘 준비되었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의 증인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한가지 선택은, 우리가 훌륭한 증인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증인이 될 것인가 한가지 뿐입니다. 

 

이 트레이닝 세션에서는,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리즈 아데쿠넬 런던교구 해크니 지역 총사제, 

레이첼 가드너 로만스 아카데미 설립자 겸 청소년 사회복지사 그리고 스티븐 코트렐 영국성공회 

쳄스포드 교구장 주교가 교회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그들을 도우며 어떻게 하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 세션은 배우 솔직하고, 정직하며, 재미있고 따뜻합니다. 그들은 성공사례들과 

실패사례들을 나누며,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나눕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모든 

예배하는 커뮤니티들이 그들 자신들의 프로그램속에 이러한 세션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션 진행 

 
총 세션은 약 90분간 진행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각각 10분 가량인 총 다섯개의 비디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다섯개의 파트 이후에, 각 그룹들의 대화에 사용할 한개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결국 세션의 절반 정도는 비디오를 보는데 사용되고, 다른 절반은 각 그룹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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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세션은,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작은 소그룹들이 

유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체 교회가 참여한다면, 약 4-5명 정도의 

소그룹들로 전체 교인들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 세션은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emma.buchan@lambethpalace.org.uk) 

 
 

파트 1: 기본적인 개요 설명 이후에, 베드로 전서 3:8-17에 관한 성경공부 비디오를 

봅니다. 각 지역 그룹대화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에서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파트2: 왜 우리가 신앙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느끼는지 

그룹토의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 그룹대화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힘들어 했던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당신이 신앙을 다른이들과 나누는 것이 

아주 잘 이루어 졌던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파트 3 그리고 파트 4: 파트 3과 4에서는 친구가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는 

비디오와 관련된 간단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널 토의에서, 지역 

그룹대화을 위한 주제를 던지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파트 5: 그룹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모아 종합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교회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것은 약 10분정도의 시간내에 

작은 소그룹들로 진행하고,마지막 비디오 이후에 그룹멤버중 한명이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다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우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스팅 할 때에 #Pledge2Pray 또는#ThyKingdomCome 을 해시태그해서 우리가 당신이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한 전세계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thykingdomcome.global/faith 

 

http://www.thykingdomcome.global/fa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