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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개혁개정판)

“우리는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운동의 주역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접하셨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성만찬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제자회Disciples정체성에 대한 사명 선언문; 2008년 총회 발표)

사회정의구현 입문서(Justice Primer)는 제자회의 사회 정의구현단(Disciples Justice 

Table)을                    통해서 제정되었다. 이 제자회 사회정의구현단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마크 엔더슨(Mark Anderson), 켄 부르커 랑스톤(Ken Brooker Langston),                                                                  

줄리아 브라운 카리무(Julia Brown Karimu), 천진석(Jinsuk Chun),                                                                             

론 데거스Ron Degges),  페트리시아 도나후(Patricia Donahoo),                                                                                         
에이미 고프(Amy Gopp),  티모시 제임스(Timothy James),                                                                                                

에이프럴 존슨 (April Johnson),  허베토피멘텔(Huberto Pimentel),                                                                                 
샤샤 샤샤(Sharon Watkins), 샤샤샤 샤샤 (Robert Welsh),                                                                                                 

샤샤샤 (Geunhe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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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정의구현 입문서는 3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각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써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정의구현 입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깊은 기독교 

영성,  참된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  등 이 세가지 관점 모두는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분열된 세상가운데서 “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들을 

잘 내포하고 있다. 

 3가지 관점 발제자들 (이 문장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        에이프릴 존슨April Johnson (Minister of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on Ministry): 

인종간의 화해를 추구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화해의 

사도역할을 하시는 에이프릴 존슨 목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

내려놓는(pulling away)” 것을 선택하였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높이시게 되는 “

내려놓는 영성(spiritual pulling away)”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패트 도나후 Pat Donahoo (Executi ve Director, 

Office of Disciples Women): 제자회 여성 사역의 

대표인 패트 도나후  목사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

제자회)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제자회 교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한 가치있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공동체는사회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켄 부르커 랑스톤 Ken Brooker Langston (Director, 

Disciples Center for Public Witness): 제자회 교단 

홍보센터 대표인 켄 랑스턴 목사는 “사회정의는 

우리가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 자매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여된 본연의 존엄과 가치뿐 아니라 

진정으로평등한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사회 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Introduction

Deep Christian Spirituality
깊은 기독교의 영성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23-개역개정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등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구약의 열왕기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엘리사는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참패시킨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호렙산 동굴로 숨어들어가서 천사들(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면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지친 

상태로 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  

때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영적인 충전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때론 사역을 

내려놓고 평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 마음 문 앞에 계속해서 

서서 기다리시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우리의 정체성를 

상징하는 표적으로서의 깊은 기독교 영성의 덕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혁신적인 2020 교회 비전(Church 2020 Vision)

에 대해 기록한 책을 통하여 딕 햄(Dick Hamm)

목사는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 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을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삶의 방식이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일원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과 

사역들을 닮아감으로써 영적인 충전을 얻게 된다. 기독교 

Foto por Christopher Futcher/Phot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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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직접 보여주시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 내면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써 

우리 자신이 보여질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하게 될 것 

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놓기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 생활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여야 한다즉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과  같은 

기도의 영성이나 혹은 엘리야가 많은 필요들로 부터 

떠나 동굴 속에 고립되었던 것 같은 고립의 영성 등에도 

우리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개발하면 할 수록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에 역류하게 될 수 있다. 급속히 변화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어서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림을 

요구하는 믿음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에 반응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영성은 컨트리 클럽의 편안함을 

상기시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국을 요리하는 부엌을 

상기시킨다. 깊은 기독교 영성은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서, 

마치 음식 재료 중 뼈와 국물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먹이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하고, 다 낡은 책들을 가지고서 

가르칠 수 있게 하며, 마귀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말을 

Zapatos para los niños de Caminante en la República Dominicana (Mujer-a-Mujer).  
Foto por Lonnie Graves/DHM

True Community 참된 공동체 

참된 공동체는처음 시작될 때 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2장). 또한 이 공동체성은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여진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고 각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동체이다. 고린도전서 12:12-27에서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참된 공동체는 소속감과 긴밀한 유대감 등의 

공동체 의식들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참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가치들을 인정받게 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고립과 분열을 극복해 가는 

것이다. 참된 공동체는 각 사람들의 차이점 또는 결점 또는 

부족한 점 등의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오히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및 장점에 촛점을 둔다.  이 은사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참된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이 마련해 

놓은 성찬의 식탁에 모두 참여할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가족의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운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들을 반영하면서 손님 대접 뿐 

아니라 서로에게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안도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참된 공동체에서는 반대 의견 

뿐 아니라  차이점들이 있을 때                                                              

방어 한다거나 경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Continúa en la próxima página3



히브리서 13장 1- 3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34-46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손님 대접은 나그네들을  

존중하면서 각 사람들의 사고와 믿음의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 참된 공동체는 차이점이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어적이거나 경계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참된 공동체는 방어 

혹은 분열과 같은 언어들 보다는 치유와 관계성에 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참된 공동체의 일환이 되는 것은 모두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사람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6:31-44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려 보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의 필요들을 제공해 주고 돌봐줌으로써 참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제안에 

응답하신다.

    

이와같이 참된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기뻐하며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참된 공동체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

전인격적인 즉 신체적 및 정신적 및 영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샬롬(평강/평화)을 통해서 성경적인 비전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형제 자매로써 각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 및 평등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 

사회정의구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성경은 사회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성경은 반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미가 

6:8),” “의인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어야 하고 (잠언 31:8-9),” 나라들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하고(신명기 10:19; 레위기 

19:34),” 정치 지도자들은 억압받는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시82:3-4)”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회 정의구현에  향한 열정을 동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채무들을 탕감하여 주고 땅을 재분배해 주는 희년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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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억압받는자들의 곤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종교및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의 교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시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갇힌 자들 인 “가장 소외받는자들” 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회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억압받는자들이 

처한 곤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종교 및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개인의 구원은 다른 사람 즉 공동체의 구원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는 아주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운동의 원동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음식을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누리는 자발적인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던 초창기 예수 운동을 따르던 

제자들이며  우리 디사이플스 제자회는 성만찬을 나눈다. 

우리 자신의 삶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실수와 두려움 마저도 나눈다.  우리의 깨어진 삶 

가운데서 그리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온전함과 거룩함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신비스러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은 완벽함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함과 혼란스러움 

및 자기 도취 가운데서 증거된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성만찬은 나이, 성, 계습, 인종, 성적 성향, 민족, 정치적인 

성향, 장애, 혹은 이름 등에 상관하지 않고 성만찬 식탁에서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던 

것 처럼 모두를 영접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축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정의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들과 

혈관들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심장이 고동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 깊은 내면의 장기마져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의 평화적인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사도들이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비전을 발견하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고뇌와 억압에 눌린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불완전하지만 참된  사랑의 화신인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이다. 우리는 고통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하시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과  

성금요일에 불평등이 행해졌지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절정인 

부활절의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 즉 사회정의를 

행하라는 요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 열심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교회이다. 

Amy Gopp

에이미 고프

Executive Director,

긍휼의 주   대표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에 의한 권력 남용들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없는 도전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나타 내셨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혁명가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와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또한 주님은 

역사적으로 폭력과 불평등과 억압을 받던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영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연대 의식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을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결백성을 

입증하고 예수님을 죽은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디사이플스 제자회 

사람들은 사회 정의 실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한 

개인적 및 제도적인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대항할 때 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들이 매우 다양한 민족적인 가족들의 

구성원으로서 이방인들(외국인들)을 영접하고 가치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마다, 또한 여러가지 개발 등을 통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마다, 또한 이민자들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 

모두에게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때 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과 

온전함과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공 정책 등을 지지할 

때마다, 다양성으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교제를 나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 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성찬을 통한 교제를 이루는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로써 우리 주

Conclusion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정의 구현에 향한 불굴의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실천하게 된다. 

믿음의 모든 교회들 및  성도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인 우리는 “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미가 6:8).”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정의구현을 위한 통로들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다른 것과 비길수 없을 정도로 크다. 깊은 영성에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가속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세상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투하게 될  것 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따르게 되었을 때 평화주의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써 우리들은 가난, 

인종차멸, 성차별, 계급주의, 소외주의, 폭력, 및 불평등 

등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으로 사랑이 풍부한 공동체들을 

1  Hamm, Richard L., 2020 Vision for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halice Press, 2001, p. 46

2  Hamm. Ibid., p. 53
3  Miqueas 6:8.
4  Proverbios 31:8-9.
5  Deuteronomio 10:19;  5

Levítico 19:34.
6  Salmos 82:3-4. 
7  Lucas 4:18-19.
8  Mateo 5:3-10;  

también Lucas 6:20-26.
9  Mateo 25:31-46.
10  Miqueas 6:8



Study Guide (연구) 스터디 

사회정의구현 입문서에 관한  연구 모임은 3번에 

걸쳐 시행되며 각 모임은 60분 동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입문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 

페트리시아 도나후 Patricia Donahoo, 

디사이플스 워먼, 대표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Disciples Women

다양한 번역본 미가서 6:8 (NRSV)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혁 한글판)

미가서 6:8 (NIV)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개혁개정판)

미가서 6:8 (CEV)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새번역) 

미가서 6:8 (The Message)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그것은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당신의 

이웃들에게 공정하고 바르게 행해야 하며 참된 사랑으로 

긍휼함을 품으며 충성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메시지 바이블)-이 부분은 제가 직접 

Session One 제 1과

 첫번째 연구 제목인 깊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약 5분간 다양한 번역본으로 미가서 6:8

와 사회 정의구현 입문서의 ‘서문’을 읽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토론하십시오. 

        a.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b.    어떻게 우리는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Deep Christian 
Spirituality 
깊은 기독교 영성
“무리를 보내신 후에 

다음은 성경과 사회정의 구현 입문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5분간 2번과 3번 질문데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1.    사회정의구현 입문서의 “깊은 기독교 영성” 

부분  을 읽으십시오.

         2.    당신이 홀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처는 어디에 

있습  니 까?

         3.    당신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으며 어떤 것 이었습니까?

연구 스터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속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멍하게 있거나 여러가지 생각 

등으로 도피하지 말고 침묵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면서 의식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이 현재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흐름을 주목하십시오. (5분)

약 10분 동안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4.   묵상하는 동안 떠오른 영감 및 경험 등을 서로 

나  누 십시오.

           5.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요? 설명해 보십시오.

           6.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 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7.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  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 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었나요?

I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던 어떤 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곳에 누가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 었는지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셨습니까?(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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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당신의 성만찬 식탁은 얼마나 큽니까?

         d.    참된 공동체는 어떤 것 일까요?

         e.    깊은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것 일까요?

         f.    사회 정의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열정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5분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Session Two 제 2과

True Community 참된 
공동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성경 본문과 사회정의구현 입문서의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약 5분 동안 2번과 3번의 

질문들에 관해서 토론하십시오.  

        1.    사회 정의구현 입문서 본문에서 “참된 

공동체” 부분을       읽으십시오.

        2.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 고 있는 소유들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요?

        3.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 소들은 무엇일까요?

10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에 

가장 어려운 소유물들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소유물들이 당신에게 가치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소유물들을 팔도록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십시오.  

10분 동안 다음의 질문들에 관해서 토론하십시오.

4.     고린도전도 12:12-27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다른 성도 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더  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성 

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5.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속감 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회원이 되는 것과 무슨 차이 가 있습니까? 

        6.    당신이 어떤 곳에 소속하였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은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 하기 전까지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불 편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신이 그곳에 속 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스터디 그룹에서 각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줘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돌려  다른 사람들이  종이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확신할 수 있는 

단어나 구절을 쓰도록 합니다.  원한다면 격려의 

말을 써도 좋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10분).

5분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7.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환영’

하였습니까? 당 신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환영를  받고있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표현들을 나눠 야 

할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하는  

장소나 상황은 어떤 것 일까요?

        8.    당신과 정말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더 쉬울까요?  

마태복음 25:34-46을 읽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서 토론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처럼 이방인(낯선 사람 혹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10분동안 

7

첫번째 연구 제목인 깊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약 5분간 다양한 번역본으로 미가서 

6:8와 사회 정의구현 입문서의 ‘서문’을 읽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토론하십시오. 

        a.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b.    어떻게 우리는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c.    당신의 성만찬 식탁은 얼마나 큽니까?

         d.    참된 공동체는 어떤 것 일까요?

         e.    깊은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것 일까요?

Continúa en la próxima pá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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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사회 정의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열정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은 성경과 사회정의 구현 입문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5분간 2번과 3번 질문데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1.    사회정의구현 입문서의 “깊은 기독교 

영성” 부분  을 읽으십시오.

         2.    당신이 홀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처는 

어디에 있습  니 까?

         3.    당신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으며 어떤 것 

이었습니까?

연구 스터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속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멍하게 

있거나 여러가지 생각 등으로 도피하지 말고 

침묵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면서 

의식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이 현재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흐름을 주목하십시오. (5분)

약 10분 동안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4.   묵상하는 동안 떠오른 영감 및 경험 등을 

서로 나  누 십시오.

           5.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요? 설명해 보십시오.

           6.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 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7.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  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 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었나요?

석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던 어떤 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곳에 누가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 었는지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하셨습니까?(10분)

5분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하십시오.

Session Three 제 3과

A Passion for Justice
사회정의 구현을 향한 열정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
잠언 31:8-9, 개혁개정판)
 Proverbios 31:8-9



        8.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는데 어떤 점에서 

어려웠습니까?

        9.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스터디 그룹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요리를 준비하는 

부엌이나 노숙자들의 쉼터 혹은 다른 여러가지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생각해 보라고 권고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읍니까? 

아니면 순전히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 주기 

위해서 단순히 반응한 행동이었습니까? (10분)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 서로 가깝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컵을 나눌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어떤 것

을 의미하는지를 한 단어 혹은 한 구절로 표현하십시오. 

(10 분) 

마태복음 25:34-46을 읽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서 토론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처럼 이방인(낯선 사람 혹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10분동안 성경을 읽고 다음의 질문들을 

토론하십시오.)

    9. 어떻게 하여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 

람들을 존중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10. 다양한 인종 과 배경 등을 수용하는 것이 다양한  

 신념이나 신학, 철학, 및 사상 등을 수용하는 것   보다 

더 쉬운 일 일까요? 

주님의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 가깝게 모여 

앉으십시오.. 서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10분)

recuerda la gracia de Dios representado en nuestras 

vidas y el significado de todas las mesas alrededor de 

la cual nos reunimos.

Al servir el uno al otro el pan y la copa, orad por los 

que carecen de las necesidades básicas de pan y agua 

limpia. (15 minutos)

 
 
사회정의구 현 입문서는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에 
위치한 제자회 국내선교국 (DHM)에서 발행하여 
제자회 사무국(The Disciples’ Advocate) 에서 2012
년 봄에 발행하였으며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discipleshomemissions.org/pages/
DA

en Indianápolis, Indiana. Se puede bajar 
la Introducción a la Justicia en 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