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납적 성경공부
교안
소그룹 군대 모델
소

개 (5 분, 목표포함)
• 많은 형태의 성경공부가 있다. 주제별, 인물별, 신구약 책별 등.
• 성경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정식 강의부터 개인 공부까지.
공부 형태와 방법의 선택은 그룹과 목표에 달려있다.
• 대부분의 MCF 의 목표는 군대 내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과 회원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다.
• 많은 국가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귀납적 성경공부는 성경공부의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 성경 공부는 리더십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도 인도할 수 있으며 신학적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
표: 이 강의를 받고 나면 각자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자신의 표현으로 귀납적 성경공부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B. 4 개 기본지침을 말할 수 있게 된다.
C. 귀납적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D. 귀납적 성경공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강

의(10 분)
A. 정의: 귀납적 성경공부란:
1. 성경의 한 부분을 공부. 통상 한 장, 때로는 한 장 미만, 드물게는 한 장 이상.
2. 소그룹에 의한 공부. 거의 같은 수준의 6-8 명이 적절.
3. 비공식적이며 발견해 나가는 형태의 공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학습.

B. 기본지침. 이것들은
엄격한
규정은
아님.
1. 성경구절에 충실. 공부는 선정된 성경 구절에 국한되고 다른 성경 구절이나
간증은 통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2.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능. 아무도 참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3. 아무도 혼자 독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구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a.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용.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
같은 질문에 답한다.
b.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견. 교훈, 약속, 명령, 경고 또는 사례 - 좋은
것인가 또는 나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c.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용. 내가 발견한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C. 인도자의 의무
1. 성경공부 준비. 원칙적으로 행정사항이다.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간식 준비 등을 결정. 참석자를 위하여 성경책은 충분히 있는가 등. 미리
기도하면서 공부할 내용을 연구한다.
2. 정시 시작 및 종료. 시간엄수는 군대에서 중요하다.
3. 4 가지 기본지침을 강조. 이 시간에 기본지침을 복습한다.

주의: 인도자는 단지 진행자일 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신다.

실

요

습(35 분)
A. 귀납적 성경공부를 시범.(10 분)
1. 대략 6 명의 그룹을 선정.
2. 짧은 성경 구절을 사용.
B. 귀납적 성경공부 실시. (20 분)
1. 참가자를 6-8 명의 그룹으로 나눔.
2. 성경의 짧은 분량을 지정.
3. 각 그룹에 인도자를 지정.
4. 재집결 시간 지정.
C. 성경공부를 평가. 각 그룹에 질문. (5 분)
1. 선정된 구절에 한정해서 공부했는가?
2. 참여한 모든 사람은 원하는 사람들이었는가?
3. 누군가 공부 진행을 독점하지는 않았는가?
4.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했는가?
5. 정시에 종료했는가?
약(5 분)
A. 귀납적 성경공부는 MCF 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이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정의: 귀납적 성경공부는 성경의 한정된 부분을 소그룹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발견해 나가는 형태의 공부이다.
C. 기본지침:
1. 주어진 성경구절에 충실.
2. 모든 사람이 참여.
3. 아무도 공부진행을 독점하지 않음.
4. 다음 질문에 답함.
a.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b. 무엇을 의미하는가?
c.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D. 인도자의 의무
1. 성경공부 준비.
2. 정시 시작 및 종료.
3. 기본지침의 이행.
E. 평가. 그룹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얼마나 잘 했는가를 판단
1. 정시 시작 및 종료
2. 기본지침의 준수

교사에 대한 지시: 이 교안은 한 시간용이나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함. 밑줄 친 부분은
작업지 빈칸에 대한 해답임.

귀납적

성경공부
교안

소그룹 군대 모델
소
개
귀납적 성경공부는 군대에서의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도할 수 있으며 인도자를 위한
신학적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 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A.
B.
C.
D.

발
표
A. 정 의: 귀납적 성경공부란?
1.
2.
3.
B. 기본지침
1.
2.
3.
4.
a.
b.
c.
C. 인도자의 임무
1.
2.
3.

주의 :인도자는 단지 진행자의 역할을 할 뿐 성령이 빛을 밝혀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요 약:
A. 귀납적 성경공부는 MCF 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이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귀납적 성경공부는 성경의 한정된 부분을 소그룹이 비형식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형태의 공부이다.
C.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성경구절에 충실.
2. 모든 사람이 참여.
3. 아무도 공부진행을 독점하지 않음.
4. 다음 질문에 답함:
a.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용
b.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견
c.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용
D. 인도자는 성경공부를 준비한다. 정시에 시작 및 종료하며, 기본지침을 준행케 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학과를 예습한다.
E. 평가는 그룹이 얼마나 잘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1. 정시 시작 및 종료
2. 기본지침의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