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3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
구약 6 활동 자료
▶▶도입

1. 학습자들로 하여금 누군가 사랑으로 써 준 손글씨 편지나 손글씨가 들어 있는 물건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 - 손글씨 엽서, 액자, 요리 수첩, 책 등)

2. 이 물건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각자 그 물건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소감을 나누게 합니다.
보충설명

학습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이 세션의 내용인 하나님의 손글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개

[활동 1] 인용문 통해 주제 이해하기

1.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췌한 다음의 내용을 읽고 소감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위험이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위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전이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음으로 인한 평안함과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돈을 넉넉하게 안전한 곳에 모아두고 어떤 재정적인 위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정
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고,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증을 해 주는 직업을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안
정적인 결혼생활을 원합니다. 즉 그들은 신뢰하고 신임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안전도 원합
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문에 빗장을 달고 도난 경보기를 설치할 뿐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짖어 대는 크고 험상궂게 생긴 개도 기릅니다. 그러나
사실 개보다 아이들이 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안정감이나 행복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정서적, 개인적 문제를 갖게 됩니다. 불안전은 살
인자와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위험이 없으며 노출되지도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두려움, 걱정, 의심에서 자유롭다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전을 찾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대면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며, 죄가 드
러나게 되고 결국 비난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인 안전을 찾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자신들을 안
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무진 애를 쓰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1

[활동 2] 아티클 읽고 주제 적용하기

1.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겸손의 6가지 모습”을 찾아 프린트해서 나눠 줍니다.
https://www.desiringgod.org/articles/6-aspects-of-humility?lang=ko
2. 학습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이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과 적용할 점에 대해 서로 나누게 합니다.
▶▶결론

1. 자원자에게 요한복음 8장 2~11절을 읽게 합니다.
2. 학습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니엘 5장과 요한복음 8장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게 합니다.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안팎 모두에서 우리는 겸손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따라 살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손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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