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식 기도
교안

서 론 (5 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묵도에서 떠들썩한 기도, 자연적인 기도에서 예배의식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도는 개인기도와 공중(회중) 기도가 있다. 어느 한편이 없는 것은 마치 밤이
없는 낮과 같다. 서로가 보완적이다.
많은 공중 기도, 특히 자연적인 공중 기도를 사용하고 딱딱한 언어, “거룩한 음성”을
사용하고 막연한 간구를 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인다.
몇몇 나라의 기독군인회와 다른 그룹에서 대화식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체의 활력과 단결을 증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다대수의 이와 같은 원칙은 소그룹의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에도 적용된다.

목 적: 이 강의를 받고 나면 여러분 각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 회화식 기도를 당신 자신의 말로 정의 할 수 있다.
B. 4 개의 기본원칙을 말할 수 있다.
C. 지도자의 직무를 말할 수 있다.

강 의 (10 분)
A. 정 의. 대화식 기도는:
1.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소그룹으로서, 때로는 귀납식 성경공부 그룹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때 36 명이 가장 적합하다.
3. 대화의 형식, 어조와 어휘 등을 사용하여 비공식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말 할 때는 “나”, 모임을 가르칠 때는 “우리”라고 부른다.
B. 기본지침 이것들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다.
1. 주제에 충실하라. 한번에 한 제목이나 한 사람 또는 한 상황에 관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제목이 다 끝날 때 까지 합심하여 (마 18:19-20) 기도한다.
2.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석하되 아무도 참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3.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기도는 한 문장, 한 구절 씩 짧게 하라. 기도하고
싶으면 여러 번 하되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한번은 기도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라.
침묵 하는 것도 괜찮다.
4. 세 가지를 의식하고 반응하라.
a.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경배 : 그분이 누구인지.
감사 : 그분이 하신일.
경청 : 그분이 하신 말씀.
b. 하나님의 임재 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고백 :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간구 : 내가 필요 한 것.
c. 하나님의 견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
중보기도 :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C. 인도자의 직무.
1. 기도시간을 위하여 준비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일이다. 비공식적이고,
방해되지 않게 시간을 정하여 참가자들을 초청하고, 기도 요청을 적절히 모으고,
기타 일들을 찾아서 한다.
2. 시작과 종료시간을 엄수한다.
3. 필요에 따라 지침을 준수한다.

주 의 : 인도자는 다만 “진행자”이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모임을 인도하실 것이다.
요 약(5 분)
A. 대화식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기독군인회의 생명력과 하나 됨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 정의. 회화식기도는 소그룹으로서 비공식 적이고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다.
C. 기본지침은
1. 제목에 충실하라.
2. 모든 사람이 동참하라.
3. 아무도 독차지하지 말라.
4. 3 개 분야를 의식하고 반응하라:
a. 하나님 : 경배, 감사, 경청.
b. 우리들 : 고백, 간구.
c. 다른 사람들 : 중보기도.
D. 지도자의 직무
1. 기도 시간 준비.
2. 정시 시작과 종료.
3. 기본 지침 이행.

교사지침 : 이 교안은 20 분용이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는 대화식기도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밑줄 친 부분은
실습지 빈칸에 쓸 답을 표시한 것이다.

대화식기도
작업지
귀납식 성경공부 교재.
서론
대화식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기독군인회의 생명력과 하나 됨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원칙들을 소그룹의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에도 적용된다.
목적 : 이 교육을 마치면 여러분 개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
B.
C.
설명
A. 정의 : 대화식기도는
1.
2.
3.

B. 기본지침.
1.
2.
3.
4.
a.
b.
c.

C. 인도자의 직무
1.
2.
3.

주의 : 지도자는 다만 진행자일 뿐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임을 인도하실 것이다.
요약
A. 대화식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기독군인회의 생명력과 하나 됨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원칙들은 소그룹의 기도는 물론 개인기도에도 적용된다.
B. 대화식기도는 소그룹으로서 비공식적이고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C. 기본지침은 :
1. 제목에 충실하라
2.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
3. 아무도 독차지하지 말라.
4. 3 개 분야를 의식하고 반응하라.
a. 하나님 : 경배, 감사, 경청.
b. 우리들 : 고백, 간구.
c. 다른 사람들 : 중보기도.
D. 인도자는 기도 시간을 준비하고 정시에 시작하고 끝내며, 기본지침을 이행하고,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