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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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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도:
개론

수

잔 케이 테일러(Susan K. Taylor)가 지은 이 교재, 돈은 어떻게 다루나? 믿음으로 대답하기의 공부 모임을 인
도하겠다고 수락한 것에 감사드린다.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이 처음일 수도 있고 인도자 경험이 많아서 “인도?
이런건 일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꺼이 잘 인도하는 것은 큰일이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

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탐구하며, 선
교 활동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받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 참가자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다시 감사드린다!

중요한 질문
“돈을 어떻게 다루나 . . .” 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 . .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주는 일과 같다. 이 교재는 우리가 돈에 관한 우리의 결정과 돈과 우리
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및 공동체적인 면을 파악하고, 부정의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외적인 힘들을 이해하며, 청지기
이자 대변인으로서 더 신실하게 사는 길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돈과 신앙에 대해서는 논의하
지 않는다. 지금 이 장소나 시간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 순례자로서 돈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볼 좋은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자 시작해 보자!

환대하기
당신이 인도자로서 하는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것은 모임을 시작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낯선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일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새로 오는 이들을 편하게 도와줄 것이
다. 당신이 모임에서 환대하고 격려하는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은 더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본 규칙들을
정해서, 벽에 붙여 놓거나, 읽어도 좋고, 이 기본 규칙들을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서로 은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확신을 갖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성인들이 배우는 방법
이 공부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인도자는 어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능을 다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배우는 데는 갈등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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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지능. 삶의 경험에서 이미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달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Howard Gardner)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을 설명하는 8가지 지능을 밝혀냈다: 논리적, 시각적, 음악적,
언어적, 행동적, 자연적, 단체적, 개인적 스타일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다중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 소그룹. 이 모임은 주로 전체 모임이나 소그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도자들에게 네 개
의 소그룹을 제안한다. 그러나 당신의 그룹이 아주 크다면 더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임무
를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소그룹”은 보통 4명에서 8명일 때가 가장 기능하기 좋다. 예를 들면
10명이 있는 한 그룹보다는 5명이 있는 그룹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하게 한다. 그러나 그룹 인
도자로서 당신 그룹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공간이 허락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
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전체 보고 시간에는, 한 그룹에서 보고하고 나면 두 번째 그룹은 자기들의 대화
중에 처음 그룹과 다른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을 말하게 한다.

• 개인적인작업.어떤 일들은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야 한다. 이런 개인적인 작업은 다중 지능의
하나 중에 자기가 잘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상호 간(그
룹에서) 경험할 내용을 자기 마음속에서(혼자서) 작업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떤 참가자들은 자기들이 경
험한 것을 생각해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것이다.
2. 적극적인참여. 다중 지능의 정도는 개인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모든 성인이 배우기 위해서는 참여할 필요가 있
다. 성인들은 다음의 참여가 필요하다:
• 감정적인참여. 우리는 호기심, 관심, 긍휼한 마음 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가슴
으로 대답해야 한다: 내가 여기 속해있는가? 내가 존중되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는 다음 질문에는 머리
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내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나의 관심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 몸으로참여. 비록 몸동작이 어떤 개인의 선호하는 지능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로서 우리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성인 교육에서 우리는 종종 어른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움직이는 것은 뇌에도 좋고 학습에도 좋다. 휴식 시
간에 간단하게 일어나서 손을 뻗거나 큰 그룹 모임에서 소그룹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자를 다시 배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라도 좋다. 적당한 때에 그룹에게 일어나게 해서 정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라. 그들
에게 편한대로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자유를 준다.
• 주의집중의반복. 성인들의 주의 집중 기간이 20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7-8분마다 주
의 집중을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소그룹에서 작
업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주어진 내용 중에서 변화가 있고 토론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뀌
면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주의가 새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그룹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꾸
는 것은 도움이 된다.
3. 갈등. 참가자들이 공부에 더 깊이 들어갈 때, 개인들이 혹은 그룹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갈등은 이전의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전 것을 떠나 보내는데 필요한 갈등임을 확신하게 한다-새로
운 생각, 새로운 통찰, 새로운 태도 등. 사실, 갈등은 승화 작용일 수 있다. 특히 세 번 째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라고 초청된다. 그 가능성에 주의하고 마음을 준비하도록
한다. 갈등은 좋은 것이지 두려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다. 이 그룹은 어떤 갈등을 통해서든지 작업하는 데 안전하
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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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당신은 당신의 그룹 안에서 공동체라는 인식이 빨리 형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는 심지어 아주 새로운 그룹 안에서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의욕 두 요
소를 다 가지고 올 것이다. 소그룹들을 사용해서 이런 그룹들을 잘 섞는 것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효과적
인 수단이다.
큰 모임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소그룹에서는 쉽게 말하게 된다. 더 많은 사람이 “방송
시간” - 자기 생각을 발표할 시간 - 을 가질 것이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가
자들은 또한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상호용납과 상호지원을 느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그룹 작업에 공통적인 현상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일련의 일들이 그룹 안에서 일어난다: 형
성, 규정, 혼돈, 그리고 기능. 그룹이 모이면(형성)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한다(규정). 그러나 자기 구성원들의
다양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혼돈).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존중할 때, 다른 우선순위들, 생각, 스타일 등등
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된다(기능). 혼돈이 일어나면, 단지
그것이 자연적인 과정이며 두려워하거나 도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된다. 그룹 참가자들에게 그것을 같이
겪어나가면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 보라고 격려해 준다.

후속 조치
인도자가 모든 참가자의 연락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을 것이다:
• 그룹에 있던 모든 사람을 기도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에 걸쳐서 기도할 사람들을 정
해서 기도한다.
• 개체교회 여선교회 서클 모임에서 당신의 모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 넷째 모임에서 만든 내가 믿는 것(들)을 각 참가자에게 보내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누도록 한다.
• 참가자들에게 이 공부의 결과로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 여선교회 모임이나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
를 가져오게 한 것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한다.
• 각 참가자에게 개인적인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쓴다. 편한대로 우편을 이용하든지 이메일로 한다.
당신에게는 지도력이란 은사가 있다. 그리고 이 인도자 지침서와 교재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령님께서 이 여정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안내하신다. 당신이 인도하고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당신의 도우미가 되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당신에게 축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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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도:
각론
방 준비
이름표를 놓을 작은 테이블을 준비한다.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이름표를 준비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에 따
른 것이다. 원칙 10: 독극물 감소는 연합감리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13단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름표에 관해 창의적이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표를 가지고 오게 한다 (자기들이 이미 가진 것을 다
시 사용함). 만약 인도자가 이름표를 준비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 다른 석유 화학 제품이나 리본 사
용을 주의하라. 만약 이름표를 더 사야 되면 염화비닐을 쓰지 않는 것을 고르고 다른 불필요한 것, 가령 이름 넣는 곳이나 찝게 같은 것
을 쓰지 않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이름표는 다시 사용하도록 반납하라고 권한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sustainability/toxin-reduction)

참가자들의 필요를 고려할 때, 노트 필기를 하거나 각 과의 계획된 활동을 고려해서 방을 준비한다. 공간 배치를 유연하
게 하는 것은 소그룹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데 중요하다. 테이블이 이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넷째 모임에서는
예술 활동을 원하는 참가자들이 쓸 수 있는 테이블을 몇 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방 앞쪽에는 도표 등을 놓을 칠판 받침대를 두 개 마련해 둔다.

시청각 자료
교재에서 논의하는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예배 처소를 꾸민다. 예를 들면, 뉴스 머리기사, 가짜 종
이돈, 그리고 사치스러운 물품들(맘몬)을 십자가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성경, 그리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찍은
<리스판스>(response) 잡지에서 모은 사진들을 대조되게 둔다.
공부의 목적과 기본 규칙들을 붙여 놓는다(처음 모음 마지막에 나옴). 처음 모임에서는, 그룹 참가자들에게 이 규칙이나
목적을 당신이 읽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임 내내 그것을 보이는 곳에 두어 참가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
도록 한다. 매 모임 시작 때 구체적인 모임의 목적들을 붙여 둘 수도 있다.
첫째, 둘째, 넷째 모임에서 한 소그룹 작업을 붙여 놓는다. 대부분은 이러한 종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어도 그다
음 이어지는 활동에 중요하게 된다. 각 모임이 끝나면 이 종이들을 재배열하거나 다른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 몇 개를 떼
어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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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매시간 사용하도록 다음 물품을 준비한다:
• 예배 장소에 쓸 물품들
• 충분한 양의 여러 색깔의 마커들 (물로 지워지는 마커도 필요함. 소그룹 활동에서 참가자들 손에 쓸 수
있도록)
• 재활용 이름표
• 큰 종이 묶음 (줄이 있는 것이 쓰기 편하고 도움이 된다)
• 칠판 받침대 최소한 두 개
• 벽에 붙일 수 있는 테이프 (여기에 대한 지침은 선교학교에 알아본다)
• 펜이나 연필들
• 참가자들이 사용할 보통 크기 종이 (메모용지도 좋다)
• 공작용 종이
• 포스터 용지
• 찬송가 또는 종이에 복사한 찬송 (영상으로 비추어 줄 찬송)
• 성경책—같은 번역본으로 적어도 세 권, 가능하면 표준 새 번역으로 한다.

첫째 모임 준비물:
• 그룹에서 할 일을 적은 종이 (한 그룹에 여러 장이 필요하다: “시간 측정을 위한 조언” 참조)
• 자료를 적어 놓은 인쇄물 (한 사람 당 하나)

둘째 모임 준비물:
• 그룹에서 할 일을 적은 종이 (한 그룹에 여러 장이 필요하다)
• 비교 활동 지침 (한 그룹에 여러 장)
• “3x 3” 스티키 노트 (각 사람 당 7–10 )
• 끝이 뾰쪽한 마커들
• “물속의 고기” 그림 시각 보조 자료 (선택 항목)
• “험한 물결 위의 다리” 노래. 유튜브 또는 녹음된 것 (선택 항목)
• 프로젝터 등 기기들 (“미디어와 과학기술” 부분 참조; 선택 항목)

셋째 모임 준비물: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같이 볼 숫자면 됨)
• 촌극 담당 대본 (각 소그룹에서 한 명만)
• "이야기 하는 사람이 가지는 막대기” (한 모임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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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준비물:
• 그룹에서 할 일을 적은 종이 (한 그룹에 여러 장이 필요하다)
• 예술 활동 가능성 지침들
• 컴퓨터(들) (선택 항목)
• 참가자들 명단과 그들의 연락 정보

미디어와 과학기술
이 모임의 성공은 미디어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나 경험은 미디어를 통한 자료 사용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만약 추
천 비디오나 녹음 내용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이 무리 없이 전달되고 “과학기술의 부작용”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
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컴퓨
터나 다른 매체가 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누군가 그 기기들을 설치하고 보여주는 동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을 하나 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모임 준비:
“험한 물결 위의 다리”라는 노래를 들려준다. 유튜브 중에 다음의 것이 가사와 비디오를 다 담고 있다. “험한 물결 위의
다리”—가사첨부를 찾아보라. 이 특정 비디오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좋아할 것이다(https://www.youtube.com/
watch?v=jjNgn4r6SOA).1
비디오를 보여주려면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한다(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모니터 혹은 빈 곳의 벽). 노래 비디오를 인
도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놓는다. 아니면 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비디오가 모든 참가자에게 잘 보이는지를 꼭 확인한다. 방의 제일 먼 구석으로 가서 참가자들이 읽기를 원하는 그 노래
가사를 당신이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그 대안은 노래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이다. 만약 녹음된 노래를 가져오면 스피커와 다른 기기가 당신의 기기에 의존
하게 될 것이다. 시디(CD)를 틀거나 디브이디(DVD)를 틀거나 엠피쓰리(MP3) 파일을 엠피쓰리 플레이어(MP3 player)
에 틀 때,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들리는지 확인하라. 청중이 많을수록 스피커가 청중들에게 전달되려면 더
커야 한다. 방의 맨 구석으로 가서 들어보라. 당신이 그 녹음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둘째부터 넷째 모임까지 준비:
개인스마트폰사용을허락하라. 참가자들은 아주 빠르게 제도, 사회 정의 문제, 그리고 기회들에 관해 이 모임에서 배
우도록 도전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교재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
게 한다. 정보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터넷은 사실과 진리의 보고이지만
잘못된 정보와 편견의 창고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사용하기로 한 어떤 정보든지 그 자료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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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측정을 위한 조언
모든 그룹이 다르다. 그러므로 모임을 위한 시간 배정은 하나의 지침이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러나 각 모임에 지정된 시간은 이미 두 시간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한 활동이 길어지면, 다른 활동의 시간을 조
절하든지 어떤 활동은 빼고 지나가야 한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예를 들면 사람 숫자, 어떻게 활동이 제대로 될지 아닐지 등), 각 모임의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제한되어 있다. 제시간에 시작하고 제시간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룹의 시간을 조절하라.
각 모임에서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조언들:
• 옮기는시간을계산한다. 의자를 옮기거나 장소를 방 안에서 바꾸면서 큰 그룹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옮기는 것
은 시간이 든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빨리 그리고 무리 없이 움직이도록 의도적
으로 장려하라.
• 유인물을사용한다. 소그룹 모임의 지침을 위해서는 유인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모든 그룹 사람에게 일일이 지
침을 전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매 그룹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유인물을 만든다. 그룹에서 한 부 이상씩 가
지도록 한다 (두세 명 당 한 부씩):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함께 지침을 이해하고 각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
겨가는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게 된다. 당신의 역할은 그룹에서 그룹으로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그
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그 과정이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칠판받침대에서는두명의서기를사용한다. 전체 모임에서 노트를 적을 때나 목록을 만들 때는 두 명이 필요
하다. 그룹의 참가자들이 보고할 때, 서기들이 돌아가면서 적으면 대화가 무리 없이 진행되며, 누구도 다른 사
람이 생각을 나누기 전에 노트 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휴식은짧게한다.참가자들에게 휴식은 짧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들에게 일어나서 방안을 걸어 다니게 해
서 움직이도록 한다. 물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소그룹이 끝나고 다음 활동으로 넘
어갈 때가 되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한다.

다른 참가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인도자로서 당신이 할 일 중의 하나는 다른 참가자에게 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면 더 좋다! 이런 참가자들은 평생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
가고 그들에게 열정을 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능력과재능에따라구체적인일을정해서맡긴다. 인도자는 모든 모임에서 개회 및 폐회 예배 동안 찬양을 인도할 사람
과 반주자가 필요하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인도자 지침에 나온 모든 노래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노
래나 찬양을 사용해서 보여주거나 인쇄하려고 하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도자가 허가를 받고 종이나 슬라이드에 저작
권 표시를 포함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찬송가를 사용하면 이런 법적인 요구는 필요하지 않다).

기기 사용을 담당한 사람의 도움을 찾아라. 셋째와 넷째 모임은 그런 재능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할 기회를
준다.

11

2018_MissionStudy_M3317_LeadersGuide_Ko_Press-Ready.indd 12

3/5/2018 11:12:52 PM

소그룹리더들을격려한다. 모든 그룹은 그룹이 모이고 매번 할 일을 인도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를 지명하기
보다는(보통 이미 증명된 재능이 있는 사람), 소그룹에서 인도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첫 걸음”을 걸으
면서 용기를 내어 지도력의 한 부분을 맡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각자가 격려하고 긍정해 주
는 활동을 통해서 더 큰 재능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선교학교의 “협력하는 학교” 분위기는 사
랑과 능력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음악 허가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하거나 프로젝트 하는 노래들은 다음의 허가로만 사용할 수 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모든
음악 복사용지는 다 폐기하기 바란다. 합당한 출처는 반드시 모든 복사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Gather Us In,” Words and Music: Marty Haugen © 1982 GIA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 License #A-709087.
“Give Thanks,”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 1978 Integrity’s Hosanna! Music. Used under CCLI license,
song #20285.
“Nothing Can Trouble (Nada Te Turbe),” Words: St. Teresa de Jesús, Taizé Community; Music: Jacques Berthier ©
1986, 1991 Les Presses de Taizé (France), admin. by GIA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
License #A-709087.
“Woke Up This Morning,” by J. Jefferson Cleveland and Verolga Nix. Arr. © 1981 Abingdon Press. Used under
CCLI license, song #1760719.
“My Hope Is Built,” Words by Edward Mote, 1834. Music (Solid Rock) by William B. Bradbury, 1863. Public domain.
“His Eye Is on the Sparrow,” Words: Civilla D. Martin, 1905; Music: Charles H. Gabriel, 1905. Public domain.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Words & Music: Jim Strathdee © 1986 Desert Flower Music. All rights reserved. Reprinted under One License #A-709087.
“Together We Serve” Words & Music: Daniel Charles Damon © 1998 Hope Publishing Company, Carol Stream, IL
60188, www.hopepublishing.com.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Reprinted under One License #A-709087.

모임 이후
쉽게 휴대전화, 이메일, 전화 회의, 그리고 다른 통신수단 기기들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고 자기들
의 관계, 공동체라는 느낌,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적 및 지역 모임 실천 계획 등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참가
자들의 연락 정보를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 목록에 포함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점검한다). 참가자들에게 서로 연락하기를 격려한다. 그들에게 당신을 연락망에 포함해 달라고 부탁해서 나중에 만들어
지는 어떤 활동 모임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주
1. 출처: “험한 물결 위의 다리”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 Garfunkel/BMI). 비디오 니콜 유튜브 사용자 (Nicole/
YouTub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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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서론과 제 1 장)

1

목표들:
• 돈에 관한 공부를 위한 성경의 기반을 탐구한다.
•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세운다.

시간

발표/과정

노트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맞이하면서 물로 지워지는 마커로 그

방은 소그룹을 위한 의자를 배열

들 손에 다른 색으로 각각 표시 한다. 참가자들에게 이름표를 쓰게 하

하고 테이블에는 마커와 이름표

고 표시된 색에 따라 그룹을 만든다. 참가자들에게 각각 자기 소그룹

를 둔다.

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손에 마커 잉크 묻히기를 싫어하
는 사람에게는 색을 알려주고 기
억하라고 한다.

5분

함께 드리는 예배:

미리 예배 시간을 위해 음악 인도

• 함께 노래한다: “여기에 모인 우리” (1, 2절).

자들을 정해둔다.

• 마태복음 22:37–40을 읽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
구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중심적임을 강조한다.
• 새빛이 들어오는 이 장소와 성령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과 앞

일찍 온 사람 중에 성경 봉독자를
부탁한다.

으로 있을 여정의 친구들을 위해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린다. 마음
을 열고 배움에 열정을 가지며 은혜 속에서 신실하게 살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 그룹을 환영하고 안내 사항을 이야기한다.

10 분

소그룹으로 나눈다. 소그룹이 지침대로 모일 것을 지시한다. 각 사
람에게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도록 부탁한다. 그
들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지적하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
는 없다. 시간이 되면 각자 왜 자신이 그 특정 구절을 좋아하는지 설
명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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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 분

발표/과정

노트

전체 모임 토론. 참가자들에게 돈과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지 물어보라. (손을 들게 한다). 돈이 성경에서

참가자들에게 자기 소그룹에 그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한 성구를

냥 있으라 하고, 단지 얼굴만 앞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교재를 시작하라. 돈

으로 향하게 한다.

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더구나 신앙의 각
도에서 하는 돈 이야기는 우리를 정말 더 불편하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주제를 다루
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이야기할 것임을 확
신시켜 준다. 이 교재의 목적과 기본 규칙을 모임에서 다시 상기시킨
다. 참가자들에게 쓰게 하고 붙여 놓고 큰 소리로 읽게 한다.

다른 방법: 공동체가 자기들 자신의 기본 규칙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교재의 목적과 우리 공동체의 기
본 규칙을 붙여 놓는다.
(이 모임 마지막에 “붙일 것”에

대한 정보 참조.)

초청한다. 예로 주어진 두 개 혹은 세 개를 사용하거나 그룹이 그것
을 가지고 시작하게 한다.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에 익숙해 있지만, 그 개념은 남성 중심적이고 계급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인 사랑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가족 공동체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 교재 내내 사용할 것이다.

35 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네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주고 그들에게

소그룹 과제:

할 일을 적은 지침서를 나누어 준다.

1.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룹마다 돌아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작업을 격려하고 내용을 분명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게 해 준다.
각 그룹에 진행상 다음 과제로 옮길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대략의 시간은 유인물에 적혀 있다.

이다.
2.

충분하다는 느낌을 개
발하라.

3.

돈은 쉽게 우리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4.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요청

(이 과 끝의 유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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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표/과정

5분

휴식

35 분

전체 모임에서 나눔. 네 그룹은 각각 자신들의 창조적인 발표를 돌아
가면서 하고, 적합한 내용이면 자기들의 핵심을 보고한다.
각 발표가 끝나면 전체 그룹은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질문 및 발표 그
룹에서 대답 한다. 개인들도 질문 하고 토론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
은 바로 기록하고 모든 발표가 된 후에는 덮어 둔다.
내용을 요약하고 토론한다. 그룹에서 적은 질문들을 토론하고 다음
과 같은 것도 함께 토론한다. 당신은 오늘날의 사회와 성경에서 나온
이 예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들을 보았나?

10 분

전체 모임 토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얻은 새로운 통찰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자료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참가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격려한다. 특히 웹사이트들은 자기들이 컴퓨터나 스마
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 많은 참가자가 거기에 다루어진 내
용을 익숙하게 알 때 그룹 경험이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돈의 자서전을 만들어 보라고 도전하라.
(이 장의 자료 부분을 언급해 준다), 셋째 모임 시작 전에 그들은 웹
사이트에 있는 내용으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교제 서론에 주어
진 질문들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10 분

노트

토론할 질문들은 한 사람 (아니
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큰 종
이에 적는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번갈아 가
면서) 깨달은 내용을 큰 종이에
적는다.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붙여 놓는다.
자료 유인물을 참가자들에게 제
공해 준다. (이 모임의 마지막에
있는 유인물 참조.)

함께 드리는 예배: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
가자들이 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

그룹이 참여하도록 감사에 대해 몇 마디 한다. 그들의 의식
이 자라 이 모임의 결과로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고 말한다.

•

만나에 대한 오늘의 토론과 그룹을 연결한다. 그리고 하나
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확신과 주기도문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하는 구절을
연결한다.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
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경제와 채무와 압류를 일
삼는 인간 경제 사이의 비교를 언급한다. 우리가 “우리에
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
옵소서”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비
전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라.

•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한다.

•

축도로 마친다:
"우리 사랑의 불”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가는 길을 밝
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충분
한 하나님의 은혜 경제가 임하기를. 평화로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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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놓을 것
인도자에게: 다음의 기본 규칙들과 학습 목표들을 큰 종이에 복사해서 모임 장소에 붙여 놓는다. 여기 있는 것을 당신의
모임의 필요와 지도력 스타일에 맞게 더하거나 바꾸도록 하라. 아니면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자기들의 기본 규칙을 만
들도록 한다. 당신은 각 모임 시작하는 시간에 모임의 목표들을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우리 공동체의 기본 규칙
•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인정한다.
• 우리는 각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한다.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이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반응을 판단하거나, “고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기로 정한다.
• 우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태도에서 불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는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이 그룹이 안전한 곳이 되도록 공동체로서 함께 일한다.

공부 목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부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
과 돈을 연결하고자 한다.

모임의 목표
첫째 모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 돈에 관한 공부를 위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반 탐구.
• 참가자들과 공동체 형성.

둘째 모임: 우리가 수영하는 물
• 우리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종종 눈에 뜨이지 않는 불평등의 제도를 밝혀내기.
•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하나님의 경제, ‘충분함’과 문화가 끊임없이 던지는 부족함의 메시지를 비교하기.

셋째 모임: 우리의 복지
• 우리가 돈과 가지는 관계가 우리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을 분명히 하기.
•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복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할 구체적
인 단계들이 있다는 의식을 통해 희망을 경험하기.

넷째 모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들이 우리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 배우기.
• 하나님의 소명을 향하여 일하는 전략과 도구를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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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돈은 어떻게 다루나?
요한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그것은 짧고—종종 오해되는—구절이다! 더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돈에 관한 웨슬리의 견
해”라는 손드라 윌러(Sondra Wheeler)의 글을 읽어보라. www.ministrymatters.org. 또한, "웨슬리 식 헌금"이라는 이 교
재의 제5장을 읽어 보길 바란다.
연합감리교회는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답은 우리의 사회원칙에 있다. 웹사이트 www.umc.org/whatwe-believe/economic-community 참조. 또한, 2016년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은 “사유화”와 “욕심”이라는 주제 아래
중요한 선언들을 담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과 경제정의 문제에 도전하면서 이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초과 노동
과 저임금: 여성, 인종, 그리고 경제”라는 워크숍에서 나온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공정
경제 연합(United for a Fair Economy)과 합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아주 쉬운 개관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찾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길 바란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what-we-do/service-and-advocacy/
mission-focus-issues/economic-inequality/gendereconomycharts.pdf.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서 경제 부정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자료들과 구체적인 행동의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economic-inequality.
온라인 자료들을 알고 있으면 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둘째에서넷째모임: 전체 지구에서 경제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한다. 여러 웹사이트에
서 “전 지구적인 온라인 소득 계산기”를 찾아보라
• 셋째모임: 당신의 돈에 관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통찰을 얻고 싶으면 돈의 자서전을 완성하라.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www.faithandmoneynetwork.org.
• 넷째모임이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 배운다.www.unitedmethodistwomen.
org.
다음 책들은 돈과 가지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족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우
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게
주어지게 마련이다:
• 필요이상으로 충분하다:과소비의 문화 속에서 풍성하게 살기. 리 헐 모제스(Lee Hull Moses) 지음 (www.
cokesbury.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가득참:돈과 충분함의 영성. 헤더 킹(Heather King) 지음 (www.cokesbury.com에서 구입 가능.)
• 풍성함: 미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좋다. 피터 에이치 디아만디(Peter H. Diamandis)와 스티븐 콜
러(Steven Kotler) 공저 (www.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음.).
• 마음과 돈: 우리의 재정 건강을 위협하는 돈의 정신병을 극복하는 법. 테드 클론츠(Ted Klontz)와 브래드
클론츠(Brad Klontz) 공저 (www.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음.)

17

2018_MissionStudy_M3317_LeadersGuide_Ko_Press-Ready.indd 18

3/5/2018 11:12:55 PM

첫째 모임: 소그룹 활동
첫째 그룹: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다 하나님 것
할 일:
이 교재의 1장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두 부분들을 깊이 파고든다. 주요한
통찰들을 생각하되 성경과 저자가 지적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전체 그룹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
운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부분을 읽고 묵
상할 기회를 주고 응답하게 한다. 각자의 교재나 작업 노트에 중요한 개념, 구절,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등을 적게 한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현상 묘사와 그 결과를 다 찾아본다 (10분).

2.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동감하는 다른 참가자들이 당신의 그룹에 있는
지 찾아보라 (10분).

3.

참가자들이 발표할 때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도와준다. 발표 가능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지침을 세워 준다 (5분).

4.

집단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해서 큰 그룹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한다 (10분).

결과 발표:
콜랴주* (다양한 물건들을 모아 예술적으로 합친 것을 일컫는 말)를 만들어 보라. 그것이얼마나“예술적”인가는걱정
할필요가없다! 요점은 각자의 중요한 발견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여기에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
지 고려사항들과 기술이 있다:
• 막대기 인형들과 몇 가지 간단한 그림들
• 색깔 선택들
• 이미지나 단어의 크기
• 요소들의 위치와 상호 간의 거리
• 강조하는 표현들: 화살표, 별표, 밑줄 등
그룹의 중요 요점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표할 사람 한두 명을 고른다 (5분).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발표에 따른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다.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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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임: 소그룹 활동
둘째 그룹: 자족감을 개발하기
할 일:
이 교재 1장에 있는 “자족감을 개발하기” 부분을 깊이 파고든다. 주요한 통찰들을 생각하되 성경과 저자가 지적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전체 그룹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자족감을 개발하기” 부분을 읽고 묵상할 기회를 주고 응답하게 한다. 각자의
교재나 작업 노트에 중요한 개념, 구절,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등을 적게 한다. 긍정적인 것과 부
정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현상 묘사와 그 결과를 다 찾아본다. 저자가 찾아낸 대조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과 성
경 시대의 대조를 찾아보라 (10분).

2.

이러한 부분들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긍정해 주는 다른 참가자들
이 당신의 그룹에 있는지 찾아보라 (10분).

3.

참가자들이 발표할 때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도와준다. 발표 가능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지침을 세워 준다 (5분).

4.

집단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해서 큰 그룹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한다 (10분).

결과 발표:
포스터*를 만들어 보라. 그것이얼마나“예술적”인가는걱정할필요가없다!요점은 중요한 발견과 의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여기에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과 기술이 있다:
• 막대기 인형들과 몇 가지 간단한 그림들
• 색깔 선택들
• 이미지나 단어의 크기
• 요소들의 위치와 상호 간의 거리
• 강조하는 표현들: 화살표, 별표, 밑줄 등
그룹의 중요 요점을 발표하기 위해서 대표할 사람 한두 명을 고른다 (5분).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발표에 따른 질
문에 응답할 수 있다.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좋다.

19

2018_MissionStudy_M3317_LeadersGuide_Ko_Press-Ready.indd 20

3/5/2018 11:12:55 PM

첫째 모임: 소그룹 활동
셋째 그룹: 우리는 돈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할 일:
이 교재 1장에 있는 “우리는 돈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부분을 깊이 파고든다. 주요한 통찰들을 생각하되 성경과 저자
가 지적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전체 그룹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우리는 돈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부분을 읽고 묵상할 기회를 주고 응답하게
한다. 각자의 교재나 작업 노트에 중요한 개념, 구절,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등을 적게 한다. 긍
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현상 묘사와 그 결과를 다 찾아본다. 특히 “물신숭배”의 원인과 현상을
찾아보라. 치유하지 않고 둘 경우의 결과와 처방도 찾아보라 (10분).

2.

이러한 부분들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동감하는 참가자들이 당신 그룹에 있는지 찾
아보라 (10분).

3.

참가자들이 발표할 때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도와준다. 발표 가능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지침을 세워 준다 (5분).

4.

집단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해서 큰 그룹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하라 (10분).

결과 발표:
“물신숭배의 병”*에 관한 의료 촌극을 준비하라. 진찰을 위한 목록을 만들고 치료를 위한 처방을 준비한다.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는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만들고 촌극이 끝난 후에 이것들을 붙여 놓는다.
전체 모임에서 촌극에 참여할 자원자들을 초대한다.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 발표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
룹 중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다. (5분)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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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임: 소그룹 활동
넷째 그룹: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요청
할 일:
이 교재 1장에 있는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요청” 부분을 깊이 파고든다. 주요한 통찰들을 생각하되 성경과 저
자가 지적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전체 그룹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희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요청” 부분을 읽고 묵상한 후 응답하게 한다.
각자의 교재나 작업 노트에 중요한 개념, 구절,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등을 적게 한다. 특히 오늘
날과 성경 시대의 대조를 찾아 보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특정한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
게 여전히 불공정한 자원 배분의 해악을 경험하고 있는가? (10분)

2.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 한다. 이러한 견해들을 긍정해 주는 다른 참가자들이 당신의
그룹에 있는지 찾아보라 (10분).

3.

참가자들이 발표할 때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도와준다. 발표 가능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지침을 세워 준다 (5분).

4.

집단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발휘해서 큰 그룹에 제안할 내용을 준비하라 (10분).

결과 발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 사이의 대조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는 성경
시대의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명령이나 저주의 말을 읽거나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
이 오늘날과의 대조를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전체 모임에서 그때와 현재를 연결하도록 돕는 사인들을 몇 개 만든다. 그것을 발표 후에 붙여 놓는다.
그룹은 약 5분의 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대조를 보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당신 그룹의 누구든지 응답할 수 있다.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좋다.

21

2018_MissionStudy_M3317_LeadersGuide_Ko_Press-Ready.indd 22

3/5/2018 11:12:56 PM

우리가 수영하는 물
(2장과 3장)

2

목표:
• 우리 문화 속에서 종종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불평의 제도들을 밝혀내는 것.
• 모두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경제 (넉넉함)를 우리 문화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궁핍의 메시지와 대조하는 것.
시간

발표/과정

노트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 환영하고 그들의 손에 색연필로 다른 색깔

목적은 첫 모임과는 다른 참가자

의 점을 찍어 준다. 각각 이름표를 찾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

들로 그룹을 나누는 것이다. 소그

교를 격려한다.

룹으로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 공
동체를 형성한다.

10 분

함께 드리는 예배: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가자

개회 및 폐회 예배를 위해 음악을
담당할 사람을 정해둔다.

들이 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 점차 커지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지난 첫 번
모임에서 이미 이룬 좋은 작업에 감사한다.*
• 자기의 감사를 표현할 자원자들이 있는지 불러 본다: “나는 이

*그 전 모임에서 있었던 중요한 통
찰을 언급할 수도 있다.

것이 감사합니다. ” 각 사람의 발표 후에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한 이
모든 감사를 포함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를 받아들이
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서론 마지막에 있는 물고기 이야기로 이 모임을 시작한다. 우리가

시각적 교재를 보이기 위해 미리
물고기를 그려 보여줄 수 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그것을
예배 장소에 붙이거나 추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오늘날의 생활 방식에 젖
어버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30 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맡은 제도를 그려보게 한다. 각 그
룹에게 지침이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각 그룹이 가질 수 있
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준다. 그리고 10분이 남았을 때 ,
3 분이 남았을 때 또 알려 준다.
소그룹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돕는다.

“제도 그리기” 소그룹 활동:
1. 교육제도
2. 재정제도
3. 로터리와 법제도
4. 경제제도.
(이 도표 이후에 나오는 유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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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 분

발표/과정

노트

개인적으로 하는 일. 참가자들에게 7–10개의 스티커 노트를 주

이런 문구들을 그룹이 쉽게 참고

고 끝이 뾰족한 마커를 준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여러 제

할 수 있게 붙여 둔다:

도 가운데 제안된 요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희망적인 반응을 적

“언젠가는 . . .”

으라고 한다. 모두 문장을 완성한 후 해당 제도를 묘사한 내용 아

“내가 바라기는 . . .”

래 그것을 적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 . .”

다른 참가자들의 꿈도 읽고 묵상할 시간을 준다.

“내가 할 일은 . . . ”
도움이 되는 다른 문장 첫 구절을
더 붙여 놓을 수 있다.

10 분

전체 모임. 다음 질문으로 그룹 활동을 발표하게 한다:

시간 절약을 위해, 일어서서 발표

• 언제 당신의 눈이 뜨여졌는가?

하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반

• 무엇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가?

응을 적은 노트를 설명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 후 다음 질
문을 한다:

움직이게 해서 전체 모임이 그것
을 보기 쉽게 한다.

•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거나 이런 제도가 변화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 연합감리교회의 일부로서 혹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일
원으로서 함께 취할 첫 단계는 무엇일까?

10 분

휴식.
소그룹으로 나눔. 휴식 후에 손에 있는 점 색에 따라 전체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그룹에서 다 서로 소개
하는 시간을 몇 분 가지도록 한다.

20 분

이전 소그룹 활동은 우리가 수영하고 있는 “부정의의 물”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고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빠져있는 위험에 대한 우리
의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런 인식은 듣기에 불
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
해주셨다!
대조 활동 지침을 담은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모든 그룹이 두 개의
대조적인 목록을 만들게 되어 있다.

대조 활동: 우리 문화에 맞춘 세상
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대조.
( 이 과 마지막에 있는 유인물

시간이 되면 각 그룹에 자기들의 종이를 같이 붙이라고 한다. 예를

참조 .)

들면, 모든 문화에 관한 종이는 한쪽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
동체의 종이는 다른 쪽에 붙인다.
참가자들에게 걸어 다니면서 여러 종이를 읽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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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 분

발표/과정

노트

전체 모임 토론. 다음에 제안된 질문으로 또한/혹은 당신 자신의
질문으로 토론하게 한다:
•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가?
• 당신은 동의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
• 당신은 첫 모임에서 얻은 성경의 통찰과 어떤 연결을 할 수 있
지난 모임에서 얻은 통찰을 적은

는가?
•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는?

목록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사회에서는?
• 이런 활동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당신에게 떠
오르는가?
참가자들에게 공부 전과 후의 궁핍하다는 생각의 치수를 1–4까
지 표시하게 한다. 같은 질문을 하나님의 풍성함에 관한 인식에도
공부 전과 후로 나누어 묻는다.

1–4까지로 나누어서 바닥에 적
은 숫자 중 적은 수에서 큰 숫자로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고른 숫자에
가서 서 보라고 한다. 첫 번째 활동
은 시간이 덜 걸리고, 두 번째 것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충분히 인식하고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본다. (만약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
으면 저자의 생각을 포함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향
해 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 공동체 안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구분)?
• 창조세계를 위해서 (지속가능성과 성장 모델의 대조)?
•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단순한 삶과 분열된 삶의 대조)?
• 영적 훈련 (감사하는 자세)?

한 종이에는 이렇게 쓴다. “우리
문화: 궁핍”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이렇게 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
체: 풍족 .” 두 명의 서기가 번갈아
가면서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생각
들을 적게 한다. 그것을 모임 장소
에 붙여둔다. 참가자들에게 우리

셋째 모임 때는 제3장과 4장과 6장을 다룰 것을 상기시킨다. 미리

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내용을 읽어 오라고 한다.

및 개체교회 조직 안에 이런 노력

참가자들에게 셋째 모임을 위해서 돈의 자서전을 반드시 끝내라

을 지원하는 공동체와 자료들이

고 다시 확인한다.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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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 분

발표/과정

노트

함께 드리는 예배: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가자
들이 원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른다.
• 우리가 수영하고 있는 “부정의의 물”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압도당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

가능하면, 물속의 고기 시각 교재
를 다시 언급하라.

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
• 시편 91:1–4, 14–16.

미리 성경 봉독자 세 사람을 정해

• (선택사항) 현대의 시편인 “험한 물결 위의 다리”를 보여준

서 시편 91편을 극화낭독을 하게

다.”* 참가자들에게 그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권한다. 가사는

한다. (한 사람이 1-4절을 읽고,

화면에 있다,

다른 두 사람이 14-16을 나누어
읽으면 될 것이다.)

• 참가자들에게 서서 손을 잡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비록 우리
의 삶의 ‘물”은 거칠지라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선물
을 확인했음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지속적

www.youtube.com/
watch?v=jjNgn4r6SOA

인 사랑과 비전.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기쁨
*유튜브를 틀거나 보여주면서 노

과 격려—다함께.

래한다
• 축도로 마친다:
거친 물결을 만날 때 용기를 갖기를, 우리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확신을 갖기를 빕니다! 평안
히 가십시오.

후주
1. 출처: “험한 물결 위의 다리”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 Garfunkel/BMI) 비디오 제작 니콜(Nicole) 유튜브 사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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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소그룹 활동
첫째 그룹: 교육 제도 지도
할 일:
세심하게 이 제도를 살펴서, 선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 개인에게 해가 되는 제도적인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관
행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자료:
다 모이면, 당신의 소그룹은 이미 교육 제도에 관해서 상당한 경험이 있다. 여러 경험에 비추어 이 지도를 완성하라.
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본다. 모든 자료에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주의할 것.

과정:
1.

최소한 5분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참가자들이 학교-공립, 사립, 유치원에서 고등 교육(대
학교, 주립대학교, 기술학교 포함)-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라고 한다. 그 교육 기관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 배움의 질은 어떠했는가? 징계를 포함한 그 학교 문화라는 측면에서 환경은 어떠했는가? 어
떤 압력이 학교에 가해졌는가?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었는가?

2.

지도를 만들기 위해 자원할 사람을 그룹에서 정한다.

3.

각자가 발견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좋은 점, 나쁜 점, 원인과 효과들, 의도한 결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했고 누가 성, 인종, 재정 형편, 이민자 지위, 또는 다른 이유로 제외되었는지
를 살펴본다. 각자의 이야기를 해 보라. 자기의 경험, 관찰, 희망, 그리고 교육 제도 안에서의 결정들은 어떤 것
이었는가?

결과:
제도를 지도로 만든다. 관계와 연결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일이 어떻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지 등등. 도움이 된다면 지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통로, 우회로, 교차로, 통행료를 내는 곳, 무료 도로, 금지도로, 대체 도로, 다리, 장애물, 방어벽, 공
사, 추천 노선, 비포장도로/자갈밭 길, 운송수단, 등등.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든다. 전체 지도 안에서 “확대 부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 가장 도움
이 되는 것이면 된다.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
각자의 지도(들)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말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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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소그룹 활동
둘째 그룹: 재정 제도 지도
할 일:
세심하게 이 제도를 살펴서, 선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 개인들을 해치는 제도적인 부정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관
행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자료:
이 교재 제2장에 있는 “오직 몇 사람에게만 보이고 익숙한 것들”이라는 부분을 다시 읽어 보고 서론에 나오는 소득표
를 보라.
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라. 모든 자료에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주의할 것.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주어진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응답하게 한다. 각자의 교재나 메모지에 중
요한 개념, 구절,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 등을 적게 한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찾아
보게 한다. 현상의 묘사와 그 결과 둘을 다 찾아낸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배제되었는지를
적는다.

2.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자원할 사람을 그룹에서 정한다.

3.

각자가 발견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원인과 효과들, 의도한 결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했고, 누가 성, 인종, 재정 형편, 이민자 지위, 또는 다른 이유로 제외되었
는지를 살펴본다.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보라. 경험, 관찰, 희망, 그리고 재정 제도 안에서의 결정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결과:
제도를 지도로 만든다. 관계와 연결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일이 어떻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지 등등. 도움이 된다면 지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통로, 우회로, 교차로, 통행료를 내는 곳, 무료도로, 금지도로, 대체 도로, 다리, 장애물, 방어벽, 공
사, 추천 노선, 비포장도로/자갈밭 길, 운송수단, 등등.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든다. 전체 지도 안에서 “확대 부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 가장 도움
이 되는 것이면 된다.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
각자의 지도(들)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말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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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소그룹 활동
셋째 그룹: 복권과 법적 제도 지도
할 일:
세심하게 이 제도를 살펴서, 선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 개인을 해치는 제도적인 부정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관
행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자료:
이 교재 제2장에 있는 “오직 몇 사람에게만 보이고 익숙한 것들”이라는 부분을 다시 읽어 보라. 교재 36쪽, “개인 사업들
이 재정적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짜내는 한편...”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을 읽는다.
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라. 모든 자료에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주의할 것.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 할 것. 주어진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응답한다. 교재나 메모지에 밑줄을 긋고, 강조하
고, 노트를 적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요한 구절, 그리고 다가오는 이미지들을 적는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찾아보라. 현상의 묘사와 그 결과를 다 찾는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배제되었는지
를 적는다.

2.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자원할 사람을 그룹에서 정한다.

3.

각자가 발견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원인과 효과들, 의도한 결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했고, 누가 성, 인종, 재정 형편, 이민자 신분, 또는 다른 이유로 제외되었
는지를 살펴본다. 각자의 이야기를 해 보라. 자기의 경험, 관찰, 희망, 그리고 복권과 법적 제도 안에서의 결정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결과:
두 제도의 지도를 만든다. 각 지도 안에서 관계와 연결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일이 어떻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지 등등. 도
움이 된다면 지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라: 통로, 우회로, 교차로, 통행료를 내는 곳, 무료도로, 금지도로, 대체도로, 다리,
장애물, 방어벽, 공사, 추천 노선, 비포장도로/자갈밭 길, 운송수단, 등등.
일련의 지도 혹은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든다. 전체 지도 안에서 “확대 부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면 된다.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
각자의 지도(들)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말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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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소그룹 활동
넷째 그룹: 경제 제도 지도
할 일:
세심하게 이 제도를 살펴서, 선을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또 개인들을 해치는 제도적인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관행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자료들:
이 교재의 제2장에 있는 “자연적인 힘인가 부정의 한 제도인가?”라는 제목의 부분을 참조하라. 특히 39쪽, “이런 모든 변
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극도의 불평등이다”로 시작되는 문장부터 읽어 보라. 서론에 나오는 수입 도표를 또한 본다. 그
리고 제3장의 “무엇이 우리의 본문인가?” 라는 부분을 본다.
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추가 정보를 찾는다. 모든 자료에 있을 수 있는 편견을 주의할 것.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 할 것. 주어진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응답해 본다. 교재나 메모지에 밑줄을 긋고, 강조하
고, 노트를 적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요한 구절, 그리고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적는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찾아보라. 현상의 묘사와 그 결과를 다 찾는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배제 되었는지를
적는다.

2.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자원할 사람을 그룹에서 정한다.

3.

각자가 발견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원인과 효과, 의도한 결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
과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고통을 당했고, 누가 성, 인종, 재정 형편, 이민자 신분, 또는 다른 이유로 제외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눈다. 자기의 경험, 관찰, 희망, 그리고 복권과 법적 제도 안에서의 결정들은 어
떤 것이었는가?

결과:
경제 제도의 지도를 만든다. 지도 안에서 관계와 연결을 보여준다. 한 가지 일이 어떻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지 등등. 도
움이 된다면 지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통로, 우회로, 교차로, 통행료를 내는 곳, 무료 도로, 금지도로, 대체도로, 다리,
장애물, 방어벽, 공사, 추천 노선, 비포장도로/자갈밭 길, 운송수단, 등등.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든다. 전체 지도 안에서 “확대 부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 가장 도움
이 되는 것이면 된다. 그리고 제목을 붙인다.
지도(들)를 다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말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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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임: 비교 활동
우리 문화에 따른 세상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정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저자들은 성경의 단어 “풍요”가 우리 문화에서는 상업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왔
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교제에서는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
하는 “넉넉함”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왕국(kingdom)”이라는 단어는 남성 중심의 배타성을 끌어들인다. 이 교재에서는 그 대신 모든 사
람이 서로 “가깝게” 사랑(하나님 사랑과 성별이나 인종이나 경제적인 자원에 상관없는 서로의 사랑)으로 엮임을 보여주
는 “가족 공동체”(kin-dom)”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실현된다는 비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리
스도의 십자가의 수직 및 수평 부분은 두 종류의 사랑을 다 포함하는 상징을 만든다.

할 일:
‘궁핍함’의 생각에 기초한 정의와 하나님의 ‘넉넉함’이라는 느낌에 기초한 정의를 분명히 구분할 것.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할 것. 제3장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대답해 본다. 각자의 교재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
여 적어 보라. 메모지에 생각이나 중심 구절들이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들을 적어 보라.

2.

두 장의 다른 종이에 “우리의 문화: 궁핍” (까만색 마커)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넉넉함”(초록색 마커)에 쓸 목
록을 만들어 보라. 다 같이 언론매체, 광고, 정치적 수사, 그리고 사회적 “주의들” 같은 분야를 살펴보고, 모든 사
람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경제 표시들을 살펴본다.

3.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종이를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붙인다. (문화 목록은 한 군데,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목록은 또 다른 한군데 나눈다.)

4.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동반자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준비된 여러 종이를 살펴본다. 각자가 주목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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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참살이(well-being)
(3, 4, 6장)
목표:
• 돈이 우리의 참살이에 영향을 미치게 한 우리와 돈의 관계를 밝히는 것.

•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참살이를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단
계들을 밟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

시간

발표/과정

노트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 그들을 환영하고 물로 지울 수 있는 네 가

당신의 목표는 계속해서 그룹에

지 다른 색의 마커로 손에 점을 찍어 준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속한 사람들을 섞어 주는 것이다.

과는 다른 색). 참가자들에게 이름표를 달게 한다. 서로의 친교
를 권장한다.

5분

함께 드리는 예배:
•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한영 찬송가 539장), 1절. 후렴은 반

찬양 인도할 분을 미리 정한다

복해서 부른다.
• 우리가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다. 축복은 매일 아침에 “예
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가라앉는 모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이 굳
건한 반석이심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9:11을 읽는다.

성경 예레미야 29:11을 읽을 분을

•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참가자 중에서 미리 정한다. 마이

하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

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봉독

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가

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르치셨다. 하나님께 우리의 복지와 안전의 참된 근원을 더 분

서 읽으면 된다.

명히 인식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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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5 분

발표/과정

노트

소그룹으로 나눈다. 손에 있는 점 색에 따라 자기 소그룹을 찾으라

소그룹에서 할 일:

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인사하게 한다.

1. 일-돈-소비-돈의 악순환.

각 그룹에 촌극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각 그룹을 다니면서 질문이 있는지 보고 그들이 준비하는 것을 격

2. 외부 압력에 쪼들리는 장면.
3. 물질에 치여 산다!
4. 시간을 잃고 산다.

려해 준다.

(이 모임 끝에 있는 유인물 참조.)

15 분

전체 모임을 하고 촌극을 본다.
각 그룹에 감사한다. 이때 웃은 것은 우리가 본 “재능”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을 지적한다.

20 분

세 그룹으로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세 명씩 짝을 짓게 한다. 각자

그룹에 돌아가는 규칙을 말하고

가깝게 앉되 각 그룹은 떨어지게 배치한다.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판단하거

자리를 잡으면 경청을 위한 다음의 지침을 준다:
첫 번째:
• 각 참가자는 주어진 주제에 나열된 내용을 3분간 방해 없이
이야기 한다. 시간이 다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 다른 두 참가자는 말없이 들으면서 자기들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
• 3분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듣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침묵 시간을 준다.

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모두에게 경청 연습 유인물을 나
누어 준다. 참가자들에게 이것은
시작일뿐이지 의무가 아님을 상
기시킨다; 그들은 원하면 말할 수
있다.

(이 모임 끝에 있는 유인물 참조.)
이 시간은 사람들이 촌극에서 강

두 번째:

조된 압력들을 자기의 삶에서 어

•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사람에게 2분만 준

떻게 경험했는지를 자유롭게 말하
도록 하는 것이다.

다. (남은 시간에 따라 정한다).
•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듣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극이 되었
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초점은 남의 말에 응답하
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드러내는 데 있다.

시간을 지킨다. 종을 치든지 “다음
사람에게 넘길 시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첫 번 순서를 설명한다. 그리고 때
가 되면 두 번째 순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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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 분

발표/과정

노트
나눔이 심각했기 때문에 휴식을

휴식

좀 길게 가진다.

5분

전체 그룹 모임. 지난 모임은 고백 의식 시간 같았음을 지적한다.
고백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도 허용한다는 의식을 보
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확신이 있으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확신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은 넉넉함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
리 문화가 강요해 온 궁핍의 염려를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도
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넉넉하다.

이 모임의 초점은 우리를 위한 하

이제 그룹이 돈과 관련된 여정의 단계를 믿음으로 실천하도록

나님의 복지를 개인적인 삶으로 사

초청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맞는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 돈을 사

는 것이다. 넷째 모임은 창조세계

용하고 우리의 복지를 돕는 데 핵심이 되는 재정 계획을 세우라

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

는 저자의 충고를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도구를 가지고

게 도울 수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있음을 상기시킨다: 서로 다른 이들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30 분

나눔을 위한 지혜의 원을 만든다. 모인 사람 숫자를 세어서 한 원

각 원에 “발언권 막대기”*를 준다.

에 12-14명이 넘지 않는 원을 만든다. 참가자들에게 한 원이 여러

그것은 말하는 동안 잡는 도구인

세대가 섞인 것이 되도록 잘 보면서 원을 만들어 보라고 부탁한다.

데 자기 말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

이 지혜의 원을 만드는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각 사람이 믿음의
여정과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제혜를 배우고 나누도록 하는 데
있다.

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잡고 말하
게 한다.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단지 듣기
만 해야 한다.

지혜의 성격은 실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는 방식에
관한 것) 또는 철학적일 수 있고 (생각하는 방식), 좋은 생각 혹은
정보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발표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자세히 말
하라고 격려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하면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
가 더 쉽다.
두 번 혹은 그 이상 돌아가면서 말한다 (시간에 따라). 매번 다른
질문을 한다. 오른쪽에 있는 목록에서 고르거나 당신 자신의 질문
을 더 추가해 보라. 매 번 한 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맞춘다. 참가자
들은 말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다.

사용할 질문들:
• 돈과 관련된 어떤 습관이 당신
에게는 도움이 되었나? (가능
한 대답: 예산 세우기, 재정 계
획을 가지는 것, 은행 계좌에
서 예금 계좌로 자동이체 시키
는 것.)
• 당신의 믿음이 돈 관리에 어떻
게 도움이 되었나?
• 돈 관리 중에서 당신이 더 일찍
알았거나 실천했었으면 했던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실현
하는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면 당신은 어떤 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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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 분

발표/과정

노트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작업한다. 자신을 위한 실천 계획을 만든
다. 촌극, 교재, 경청 활동, 아이디어에 관한 그림, 지혜의 원 등에
서 얻은 정보와 자기들의 통찰에 비추어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 취
하고 싶은 여러 단계를 적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할 일과 더 조사해 보고 싶은 일들을 둘 다
적으라고 격려한다. 참가자들은 가족들과의 대화를 원할 수도 있
다. 아니면 재정 설계사를 만나거나 예산 계획서 견본을 보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더 적극적인 대변인
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교재 안에 있는 전략들을 더 논의하고 싶
어 할 수도 있다.
그룹에 다섯째 모임은 교재 5-7장을 다룰 것을 상기시킨다.

10 분

함께 드리는 예배: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가자
들이 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 누가복음 12:6–7, 15, 24, 29–34을 읽는다.
•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재산에 따라 정하지 않으신다
는 것을 확신시킨다! 제도와 환경의 압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이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외부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내부 즉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더 큰 제도를 변 화시키려고 함께 일하는 동
안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하나님의 경제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함이 있다는 점을
그룹에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향한 발
걸음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취할 때 아주
작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정을 돌보아 주
실 것이다.
• 축도로 마친다: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
실한 것을 찾기를 빕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발표하도록 미
리 두세 명의 봉독자를 정해 둔다.

* 발언권 막대기는 미원주민들의 전통에서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막대기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
기는 것은 각 참가자들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견해의 신성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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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임: 소그룹 활동
인도자가참고할것: 촌극 배역을 한 장만 복사해서 각 배역을 잘라서 나누어 준다. 한 그룹에 한 역할만 준다.

첫째 그룹: 일-돈-소비-돈의 악순환
제4장에 나오는 첫 세 단락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그룹에 “더 일하고 더 소비하는” 악순환의 덫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촌극을 만든다. 다른 대안은 그 촌극에서 한 이야기를 하거나 일련의 여러 짧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비” 혹
은 “풍요 병” 같은 단어를 함축하는 의료 용어를 가지고 끝내는 것이다. 이 주제는 심각하지만, 촌극은 “재미있는 배움
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룹: 외부 압력으로 쪼들리는 장면
제4장 초반의 넷째 그리고 다섯째 문단에 나오는 자료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압력으로 쥐어
짬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시각적인 그림을 만들어 본다. 일-돈-소비-돈의 덫을 포함하지 말 것. 그것은
다른 그룹이 맡았다. 몇 가지 생각할 방안들로는 1) 촌극을 하거나, 2) 그 행동이나 감정을 담아낸 정지화면이나 정지
장면을 하나 혹은 그 이상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심각하지만, 발표는 “재미있는 배움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셋째 그룹: 물질에 치여 산다!
제4장에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라는 부분의 둘째와 여섯째 문단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 그룹에 보여줄 수 있는 촌극을 하든지, 정지 화면을 만들어 보
라. 이 주제는 심각한 것이지만, 촌극이나 정지화면은 “재미있는 배움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넷째 그룹: 시간을 잃고 있다.
제4장에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라는 부분의 여덟째와 아홉째의 문단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전체 그룹
에 “시간이 돈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파급적인 효과의 촌극을 만들어 보라. 이 주제는 심각하지만, 촌극은 “재
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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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임: 경청 훈련
이야기 주제들
인도자가참고할것: 모임에서 삼인조 한 그룹에 줄 만큼 충분한 유인물을 만든다. 목록에 있는 각 주제를 하나씩 잘라서
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삼인조 그룹은 그 목록을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 참고하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이 주제들
로 시작하자는 제안임을 상기시킨다—의무는 아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촌극에서 제시된 어떤 이미지가 당신과 관련이 있나?
• 돈의 자서전을 완성함으로써 당신이 돈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 어떤 결과들 혹은 질문들로 갈등하고 있나?

• 촌극에서 제시된 어떤 이미지가 당신과 관련이 있나?
• 돈의 자서전을 완성함으로써 당신이 돈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 어떤 결과들 혹은 질문들로 갈등하고 있나?

• 촌극에서 제시된 어떤 이미지가 당신과 관련이 있나?
• 돈의 자서전을 완성함으로써 당신이 돈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 어떤 결과들 혹은 질문들로 갈등하고 있나?

• 촌극에서 제시된 어떤 이미지가 당신과 관련이 있나?
• 돈의 자서전을 완성함으로써 당신이 돈과 가진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 어떤 결과들 혹은 질문들로 갈등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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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5–7장)

4

목표:
• 우리의 재정 결정이 우리 자신의 참살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에 공헌하는 방식
을 배운다.
•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일하는 수단과 전략을 발견한다.

시간

발표/과정

노트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 환영하면서 그들의 손에 색 점을 찍어 준다.
각자가 이름표를 달게 한다. 서로 섞여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도록
친교를 격려한다.

10 분

함께 드리는 예배: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가자

예배를 위한 찬양 인도자를 미리
정해 둔다.

들이 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 마태복음 25:34–40을 읽는다. (선택사항: 낭독자가
31–33을 읽는다.)
•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참살이가 특징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지에서 제외된 이들
과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
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돌봄으로 이루어진다.
• 그룹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성경을 읽을 사람 셋을 미리 정
해 둔다:
1. 배경을 설정하고 중간 부분을
읽을 낭독자
2. 예수님
3.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해 실천하도록 불림 받았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된 것에 감
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임을 지속해서 축
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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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5분

발표/과정

노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에 대한 초

참가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점을 소개한다.

생계 임금 유인물을 준다.

이 도표들을 보여준 후에 유인물을 이용하고 또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게 한다. 간단하게 연합감리교회 여선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한 생계 임금을 추진하는 지역 및 주 정부 입

인터넷에 연결되면 여선교회 웹사
이트를 보여줄 수 있다.

법 4개년 운동을 소개한다.

20 분

소그룹으로 나눈다.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 점의 색깔에 따라 소그
룹을 찾게 한다. 그리고 모두 서로 인사하게 한다.

필요와 기회: 소그룹 활동
첫째 그룹:

각 그룹에 있는 몇 사람에게 필요와 기회들이라는 유인물을 준다.

세금과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각 그룹은 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내용이 다르다. 그룹들이 할 일

일—저축과 은행 업무

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할 방법들로 저자나 그룹 구성원들이 제안한 방법들
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
2. 소그룹 토론 중에 핵심 되는 것 두세 가지를 전체 그룹 안에서
발표하도록 준비할 것.

둘째 그룹: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투자—
유언과 유산
셋째 그룹:
주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

3. 소그룹마다 옮겨 다니면서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에
게 준비하는 것을 격려해 준다.

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
섬김과 옹호의 정신
넷째 그룹:
웨슬리처럼 헌금하기—
여선교회의 봉사와 옹호에의 참여

(이 모임 마지막의 유인물 참조)
각 그룹이 대화나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계 임금이
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의 목적과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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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0 분

발표/과정

노트

전체 모임에서 듣고 토론한다. 각 그룹의 중요 요점 보고를 듣는다.

각 그룹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계속 토론할 내용: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생계 임금과 경제적인 부정의에 관
한 초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필요와 기회들을 인식
하고 반응하도록 도전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말 것.
참가자들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
회를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생
각과 방법을 표현하는 것들을 두

참가자들에게 이 모임이 끝난 후에도 이 교재를 참고할 것을 상기

명의 서기가 큰 종이에 적는다.

시킨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경제

마무리할 때는 개인적인 선택들

적인 불평등 페이지에 보면 추가 자료들이 있고 개체교회 여선교

을 다 모아 개체교회 여선교회에

회가 할 수 있는 행동의 기회들을 보여준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

서 집단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

조하라. www.unitedmethodistwomen.org/economic-in-

록 제안한다. 참가자들은 다시 개

equality.

체교회 여선교회로 돌아가서 4년
내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이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
인 지역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모아서 행사 후에 전국
여선교회 임원들과 참가자들에 아
이디어들을 보낸다.

5분

휴식.

5분

전체 그룹으로 모인다. 이 모임의 두 가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설

예를 들면, 신조는 이런 문장을 완

명한다:

성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몇 소그룹이 신조나 교독문을 쓰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신조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두 부분이 있
어야 한다. 교독문은 보통 반복되는 응답을 담고 있다.

1. 우리는믿는다...

2. 참가자들은 다른 파트너와 함께 혹은 혼자서 자기들이 배우거
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글과 그림이 들어간 포스
터(혹은 다른 형태의 표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신뢰한다.
1. 우리는선택한다...
우리는 일한다.
각 “예술가”에게 안내문을 준다.

방에서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고 참가자들이 만나서 신조/교독문
을 쓰거나 예술 표현을 하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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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5 분

발표/과정

노트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에서 같이 일한다.

예술 도구를 제공한다. 작품을 붙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가자들이 일하는 것을 격려하고 필요한 것은

일 테이프나 압정도 준비한다.

없는지,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하나 혹은 몇 개의 랩톱 컴퓨터

선택사항: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 익숙하지 않은 참
가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과 경제 부정의 등의 문제
들을 함께 일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이 도구를 소개하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를 정해서 웹사이트 안내를 한다.
미리 인터넷이 연결되는지를 살
펴보고, 아니면 컴퓨터에 그 사
이트를 다운로드 받아 놓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 모임 마지막

의 유인물 참조).

10 분

전체 모임으로 모인다. 예술 작품을 본다.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 스

이 모임의 일부로 참가자들이 다

마트폰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자신들이 배운 것을 함께 기억하는

연락처를 나누게 하고, 경제 부정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한다.

의 문제를 다루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임원에게도 연락처
를 준다.

함께 드리는 예배:

20 분

• "우리가 수영하는 물”을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현재 우
리 문화에 거슬러 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상황에

한 명을 미리 정해서 성경을 읽게
한다.

서 우리는 쉽게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
다고 느끼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
원으로서 같이 일할 때 이 여정에 동반자가 있다. 우리는 충분
히 할 수 있다!
• 각 글쓰기 그룹에 자신들의 신조나 교독문을 읽게 한다.
• 고린도전서 3:5–9을 읽는다. 믿음 안에서 바울과 아폴로처

작가들에게 무엇을 썼든지 잘했
다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럼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그룹에게
다시 상기시킨다.
•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에서 인도자나 참가자
들이 원하는 찬송을 부른다.
• 참가자들에게 원을 만들게 한다.
• 각 사람에게 이 공부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한두 마디 표현하게 한다.
• 그룹에 이 시간 서로 정말 아름답게 나눈 재능들에 감사한다.
• 축복기도로 마친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길을 가실 때,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사랑과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가십시
오. 평안히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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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
모든 사람은 생계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원칙들, 결의문집, 2016조, ¶163.C 항
시간당 연방정부 최저임금인 $7.25를 받고 네 명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생각해 보자. (아니면 당신은 이미 경험상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이 일 년에 고작 $15,080이라는 말이다—2009년 이후
최저임금은 올라간 적이 없다. 한 가족이 기본적인 주택, 음식, 교통, 의료보험, 세금, 그리고 옷가지 등 개인용품을 가지
기 위해서는 시간당 최소 $15.84이 필요하다. (4인 가족 당 일 년 수입이 $28,829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생계 임금이
라고 부른다. 대도시 주변에는 그 비용은 더 비싸다.
최저임금과 생계 임금 사이의 격차는 여성의 문제, 경제 정의 문제, 인종 정의 문제, 또 이민자의 권리문제이다. 왜냐하
면,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이민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근로 인력의 46%를 차지하
지만 75%의 저임금 노동자를 구성하고 있다. 유색 여성들은 전체 근로인력의 16%밖에 안되는데도 37%의 저임금 노
1

동자들이 그들이다.

대부분 수입이 쪼들리는 이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그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아니면 고용주들이 초과 수당
을 주지 않거나 시간표를 변조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임금을 조정해서)2 심지어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고
용주들은 봉사료를 받는 직원들, 장애우 중 일부, 청소년들, 그리고 몇 농장 일꾼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제도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부를 만들 방법이 없게 한다.

함께 실천하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연합으로 주 정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 입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이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지역 교회를 통해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 준비해서, 동료들을 모으고, 함께 일하면서 변화를 실천하자!
• 카운티 안에서 최저 임금과 생계 임금을 알아보라. 엠아이티(MIT) 생계 임금 환산표(Living Wage
Calculator)를 찾아볼 것: http://livingwage.mit.edu.
• 당신의 여선교회에서 관심 있는 그룹을 모아본다. 돈은 어떻게 다루나?: 믿음으로 대답하기 교재를 가지
고 경제 문제에 관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성서적 및 신학적인 안내로 삼는다 (특히 제1
장 참조).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방회 및 연회 회장들에게 연락하든지, 아니면 사회 정의 실천 책임자에게 연락
해서 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연회 차원의 생계 임금에 관한 행사를 조직할 것을 고려
해 본다.
• 교회나 개체교회 여선교회에서 이 공부의 후속으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공정 경제 연합 합동 워크
숍을 개최한다: “초과 노동과 부당 임금: 여성, 인종, 그리고 경제.” www.unitedmethodistwomen.org/
what-we-do/service-and-advocacy/mission-focus-issues/economic-inequality/gendereconomychar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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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카운티와 주에서 어떤 그룹이 모든 사람을 위한 생계 임금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아 보라. 그들
을 찾아가서 만난다. 그들의 일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만든다. 그들의 캠페인을 지원할 연합 운동을 모색
해 보라.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서 경제 부정의 페이지를 읽어본다. (www.unitedmethodistwomen.
org/economic-inequality)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 직원에게 연락 한다. 캐롤 바톤 (Carol
Barton)이 자료와 준비 아이디어 등을 줄 것이다. (cbarton@unitedmethodistwomen.org).

후주
1. “초과 노동과 부당 임금: 여성, 인종, 그리고 경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공정 경제 연합의
워크숍. www.unitedmethodistwomen.org/what-we-do/service-and-advocacy/mission-focus-issues/economic-inequality/gendereconomycharts.pdf.
2.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www.iwj.org/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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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소그룹 활동: 필요와 기회
첫째 그룹: 세금과 지역 공동체 세우기—예금과 은행 업무
할 일:
1.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를 이루는 사역 참여에 저자와 그룹 회원들이 제안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토론
한다.

2.

토론한 내용 중 두세 가지 핵심을 전체 그룹에서 나누도록 준비한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아래에 나열된 제6장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묵상한 후, 대답하게 한다. 교재나
메모지에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줄을 긋거나 적어둔다.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에서 더 알아보고 싶
은 생각이 있으면 적어 두라.
• 세금이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 예금과 은행 업무

2.

본문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해 보라:
• 이 개념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을 신나게 만드는가? 왜 그런가?
• 이것 중 어떤 질문들 혹은 관심들을 이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가?
•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당신은 어디서 가능성을 보는가?
• 이런 문제 중 어느 것에 여선교회 조직이(개체교회든 전국적인 조직이든) 함께 일할 수 있을까?

3.

다른 그룹에 발표할 신나는 생각들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고른다. 그룹의 대표자를 뽑는다. 그룹의 발표 시간은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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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소그룹 활동: 필요와 기회
둘째 그룹: 개인과 공동체 필요에 투자— 유언과 유산
할 일:
1.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를 이루는 사역 참여에 저자와 그룹 회원들이 제안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토론
한다.

2.

토론한 내용 중 두세 가지 핵심을 전체 그룹에서 나누도록 준비한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아래에 나열된 제6장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묵상한 후, 대답하게 한다. 교재나
메모지에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줄을 긋거나 적어둔다.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에서 더 알아보고 싶
은 생각이 있으면 적어 두라.
• 의도적인 투자와 지역 사회 투자.
• 유언과 유산.

2.

본문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해 보라:
• 이 생각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을 신나게 만드는가? 왜 그런가?
• 이것 중 어떤 질문들 혹은 관심들을 이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가?
•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당신은 어디서 가능성을 보는가?
• 이런 문제 중 어느 것에 여선교회 조직이(개체교회든 전국적인 조직이든) 함께 일할 수 있을까?

3.

다른 그룹에 발표할 신나는 생각들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고른다. 그룹의 대표자를 뽑는다. 그룹의 발표 시간은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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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소그룹 활동: 필요와 기회
할 일: 셋째 그룹: 주는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
섬김과 옹호의 정신
할 일:
1.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를 이루는 사역에 저자와 그룹 회원들이 제안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토론한다.

2.

토론한 내용 중 두세 가지 핵심을 전체 그룹에서 나누도록 준비한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하게 한다. 아래에 나열된 제5장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묵상한 후, 대답한다. 교재나 메모
지에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줄을 긋거나 적어둔다.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생
각이 있으면 적어 두라.
• 주는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 (제5장의 첫 부분에서 첫 소단락까지)
• 섬김과 옹호의 정신
• 섬김과 옹호에 참여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유산기증금에 공헌하는 단락 포함 www.unitedmethodistwomen.org/legacy)

2.

본문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해 보라:
• 이 생각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을 신나게 만드는가? 왜 그런가?
• 이것 중 어떤 질문들 혹은 관심들을 이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가?
•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당신은 어디서 가능성을 보는가?
• 이런 문제 중의 어느 것에 대해서 여선교회 조직이(개체교회든 전국적인 조직이든) 함께 일할 수 있
을까?

3.

다른 그룹에 발표할 신나는 생각들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고른다. 그룹의 대표자를 뽑는다. 각 그룹의 발표 시간은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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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소그룹 활동: 필요와 기회
넷째 그룹: 웨슬리 식의 헌금—봉사와 옹호에 참여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할 일:
1.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세계의 복지를 이루는 사역 참여에 저자와 그룹 회원들이 제안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토론
한다.

2.

토론한 내용 중 두세 가지 핵심을 전체 그룹에서 나누도록 준비한다.

과정:
1.

개인적으로 조용히 작업한다. 아래에 나열된 제5장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묵상한 후, 대답하게 한다. 교재나 메
모지에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줄을 긋거나 적어 둔다.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적어 두라.
• 웨슬리 식 헌금
• 봉사와 옹호에 참여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

본문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해 보라:
• 이 개념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을 신나게 만드는가? 왜 그런가?
• 이것 중 어떤 질문들 혹은 관심들을 이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가?
• 이 제안들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당신은 어디서 가능성을 보는가?
• 이런 문제 중 어느 것에 여선교회 조직이(개체교회든 전국적인 조직이든) 함께 일할 수 있을까?

3.

다른 그룹에 발표할 신나는 생각들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고른다. 그룹의 대표자를 뽑는다. 각 그룹의 발표 시간은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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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모임: 예술의 가능성
목표:
의미 있는 교재의 어느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포스터를 만든다. (이 교재 3장에 있는 “우리의 본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감동을 한 정지화면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성:
• 한 단어나 구절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의 제안 참조). 그 단어들을 큰 글자로 쓴다. (심지어 “풍선 글자”
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혹은 그 안을 장식한다.
• 여러 가지 혹은 많은 단어와 구절을 고르고 예술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다음에 나열된 것 중 골라서 포스
터를 채운다:
•

색이나 크기를 가지고 강조한다.

•

글자 스타일을 다르게 한다 (글자 혹은 한 단락).

•

"풍선 글씨”를 사용해서 쓴다. 나중에 그 글씨에 색을 칠할 수 있다.

•

그 포스터를 옆으로 혹은 뒤집어서 글씨를 쓰게 한다.

•

부정적인 단어들을 포함한다 (검은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보이게” 덧칠한다).

참고:
예배 처소에 놓은 물품들을 본다. 다양한 포스터와 문장들을 본다. 그리고 단어와 구절을 위해서는 당신의 노트를 보라.
아래 목록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돈, 믿음,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만나,
일용할 양식, 충분함, 물신 맘몬, 가족 ,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경제,
안식, 희년, 정의, 불공평, 제도,
제도적인 불평등, 우리가 살고 있는 물,
궁핍, 안전, 단순성, 지속 가능성,
필요인가 욕구인가, 소비, 풍요병, 복지,
청지기직, 헌금, 10%, 90%, 자비,
“최대한 벌어라, 최대한 저축하여라, 최대한 주어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넉넉하다! 봉사, 옹호, 함께,
의도적으로, 지역사회 투자, 계획, 유산,
돈과 믿음의 연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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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평생 연합감리 교인인 크리스진키윅츠(CrysZinkiewicz)는 30년 이상을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서 편집자 및 작품 개
발자로 일했다. 은퇴 후 4년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편집부에서 일했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선교학교 자료를
고르고 만드는 것을 도왔다. 총회 제자국, 연합감리교회 공보국, 더 와이(the Y), 챌리스 프레스(Chalice Press)의 인사이
드 아웃(InsideOut) 캠핑 교재, 그리고 밴더빌트(Vanderbilt) 법대 등 여러 작업에서 편집 일을 해 왔다.
크리스(Crys)의 가장 흥미 있는 작업은 허쉬(Hershey)라는 이름의 말과 더불어 그가 일한 새들 업!(Saddle Up!)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치유 승마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그 조직을 팔 년째 자원봉사자로 섬기
면서 (허쉬Hershey의 도움으로) 책을 썼는데 제목이 허쉬, 여기! 새들 업에서(Hershey, Here! at Saddle Up!)이다. 이
책은 장애 어린이, 위기의 십 대 아이들, 상처 입은 전사들, 나이든 어른들을 돕는 허쉬(Hershey)같은 말을 사용하는 프
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들 업!(Saddle Up!)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웹사이트 참조 www.
hersheyhere.org!) 그리고 물론, 허쉬(Hershey)는 진짜 말이다—그리고 그 말은 페퍼민트를 정말 좋아한다!
크리스(Crys)와 남편은 51년을 같이 테네시주 내쉬빌에 살고 있다. 딸과 사위와 손자가 근처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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