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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 감사 헌금: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받기
목적
범사 감사 헌금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가를 이해한다.

자체 프로그램 만들기 대면 모임을 갖든, 화상 모임을 갖든, 이 지면은 당신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 할 지 등등을 기록해 두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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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아래 목록을 이용하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에게 진행을
돕거나 낭독을 해 달라고 부탁하라.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볼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 만일의 경우
가상의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서론 가운데
“모임이 불가능 할 경우”를 보라. “가상 모임으로 더불어 하나됨”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고하라.

자료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성서 (NRSV)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 컴퓨터와 프로젝터; 비디오를 다운 받고 모임 장소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 하기

재료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 지도 (unitedmethodistwomen.org/maps/ mission-maps)
• 약간의 물이 든 얇은 접시
• 작은 돌, 각자에게 하나씩
• 돌 위에 쓸 수 있는 굵은 펜
• 지도를 그리기 위한 종이와 펜
• 범사 감사 헌금통 혹은 라벨(labels)을 unitedmethodistwomen.org/worldthank에서 찾아 준비해 두기
• 이 달에 아동들과 청년들이 모은 범사 감사 헌금통
• 더불어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위한 뜨개질 바늘과 실타래 (참가자들에게 실 색깔을 추천 받거나
직접 가져오게 부탁하라)

개회 기도

(2 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공부에 마음을 집중하오니, 성령을 보내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감사를 나누는
새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각자 생활 할 때,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풍성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소서. 아멘.

노래 추천

(3 분)

“이 창조의 열매를 위해” 연합감리교 찬송가 9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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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경 묵상하기

(20 분)

성경: 요한복음 4:1–42
사회적 규범의 파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가
우물가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그랬다. 기원전 7세기에 북왕국이
앗시리아에 멸망한 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다. 페르시아에 점령 당했던 기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었지만, 게리짐 산(Mount Gerizim)에 제단을 쌓았다.
결과적으로, 예배 장소에 대한 분쟁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기고 말았다.
유대인 남자는 알지 못하는 여자와 대화하면 안됐다. 유대인 교사들은 공적 장소에서 여자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우물가에서 이 이름 모를 여인에게 말한다. 그녀는 놀라서 왜 자기에게 말하냐고
묻는다. 예수는 어째서 사회적 규범을 어기냐는 여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밝힌다. 여인에게 마실 물을 부탁했던 남자가 오히려 생수를 제안하자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의아해 한다.

감사에 인도됨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예수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용기와 끈질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대낮에 물을 길으러 올 수 밖에 없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집중한다. 예수는 그녀의 많은 혼인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에게
다시 혼인하도록 정해진 레위인들의 결혼 관습 때문이 아닌가? 예수는 그녀의 남편이 다섯이나 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가 생명의 물을 제공했을 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그녀의 현실에 근거한 새로운
삶을 제시하자, 그녀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물통을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고 외쳤다.
그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직접 와서 보라고
외친다. 즉, 그녀가 아직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 보고, 말을 건네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예수에 대해 감사한 마음에
이끌리어 그녀는 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 보라고 초대한다. 그녀는 자신만이 이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풍성한 삶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간다.

범사 감사 헌금: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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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험하기
돌 위에 쓰기 위해 굵은 펜을 사용하라. 당신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사람의 이름 혹은
“감사”라고 적을 수 있다. 그 돌들을 사발에 넣으며 물이 올라 오는 것을 보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물을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
예수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물가의 여인은 감사한 마음이 차 올랐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 받는 것은 신앙
여정에 매우 중요하다. 누가 그들의 신앙을 당신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선교 지도를 이용해 그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찾아 보라. (이동통신 기기들을 이용해 찾아 보거나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이용해 지도를 함께 보면서 찾아 보라.) 감사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 주기
위해 당신의 지도를 그려 보라. 당신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어디에 갔었는가?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지원했는가?

가상으로 더불어 하나되기: 감사의 기도가 적힌 돌들을 하나의 사발에 넣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모아 콜라주(collage)를 만들어 그룹 멤버들과
facebook.com/UMWomen에 태그를 걸어(tagging) 그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다.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감사의 폭을 확인해 보라.

함께 행동하기: 범사 감사 헌금

(15 분)

135년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범사 감사 헌금에 기부해 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의 헌금들이 함께 모아질 때, 우리는 전국에 있는 많은 봉사 단체들 그리고
국제 사업들과 단체들이 여성과 아동과 청년들을 돕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당신의 헌금이 여성과 아동과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연합감리교 연선교회
선교 지도를 활용하라. 각 사람이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선교 사업을 살펴 보기 위해 이동 기기를 사용
하거나 unitedmethodistwomen.org/maps/mission-maps를 큰 스크린에 띄워 놓고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도들은 리스판스 잡지 (response), 2020년 3-4 월호에서 구할 수 있다.
범사 감사 헌금 때문에 어떤 선교가 가능한지 더 알아 보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라.
• 당신 그룹 중 누구든 전국에 있는 봉사 단체들 혹은 국제 사업을 찾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봉사 단체에서 섬김의 우분투 날 (Ubuntu Day of Service) 행사에 참여 해 본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라.
• 범사 감사 헌금에 대해 알라 보라: unitedmethodistwomen.org/worldthank.
회원들과 초대 받은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봉헌 하도록 초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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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더불어 하나되기: 회원들과 초대 받은 사람들에게 범사 감사 헌금을 스마트
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초대하라. 봉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어라. unitedmethodistwomen.org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메뉴에서
“범사 감사 헌금(World Thank Offering)”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개인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해 더불어 하나되기
(5 분, 혹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만큼!)
당신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 준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색 혹은 그들의 눈동자 색으로 한 조각의 편물을 뜨개질 하라. 이것을 그룹 프로젝트에 포함 시켜라.
이렇게 하는 동안 아래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교회이다” (We Are the Church),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58 장.

가상으로 더불어 하나되어: 뜨개질하며 노래하기가 어렵다면, 인도자는 이 찬송을
스마트 폰을 이용해 들려 줄 수 있다. 함께 뜨개질하는 동안 이 찬송의 긍정적 가사에 집중하라.

폐회 기도

(3 분)

인도자: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다 같이: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필요와 구하는 것들에 함께 해 주소서.
인도자: 성령이여, 오셔서 생명의 물이신 당신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인도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다 같이: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게 하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해 주소서.
다 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더욱 신실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 감사 헌금: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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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이 평가 양식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 책자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떤 부분이 유익하지 않았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책자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에서 영감을 얻어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프로젝트가 발전해
나왔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룹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낼 곳:
Communications, Attention: Program Book Editor
United Methodist Women National Office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