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목장성경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10/19/2018

매주마다 모이는 목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순서가 “목장성경공부”입니다. 목장성경교사라면

목장모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은 재미있게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목장성경공부
지식전달

과중한 부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분부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 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에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성경공부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성경교사님”께서 목장식구들에게 “목장 모임의 목적”과 “목장성경공부의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들으시고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ㄱ. 목장 모임의 목적: 하나님의 (
-

따뜻한 (

-

삶(

-

기도 (

)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을 통하여 하나님의 (

)을 통하여 심령의 (

)을 맛보고,

)를 경험하고,

)을 통하여 하나님의 (

ㄴ. 목장성경공부의 목적 : 가정교회는 “(

)을 체험한다.
)”이기에 “(

)”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성경공부시간을 가집니다.
-

다가올 주일 예배의 본문을

-

새신자(VIP)를 위한 지식전달을

-

성경의 배경을

-

삶공부를 통해서

-

20 분 이내로
영상강의를 보고,
30 분-1 시간 이상 투자하여,

-

목장모임의 한 부분이기에

2. 목장성경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ㄱ. 돌아가면서 답지를 읽고 끝내면 공부가 아닙니다.
ㄴ. 목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경공부 시간을 빼먹으면 안됩니다.
ㄷ. 성경공부교사는 최소한 30 분-1 시간 이상씩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ㄹ.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영상강의는 목장시간에 보시면 안됩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목장성경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10/19/2018

매주마다 모이는 목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순서가 “목장성경공부”입니다. 목장성경교사라면

목장모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은 재미있게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목장성경공부
지식전달

과중한 부담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분부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 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에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성경공부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성경교사님”께서 목장식구들에게 “목장 모임의 목적”과 “목장성경공부의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들으시고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ㄱ. 목장 모임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

따뜻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

삶 (나눔)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ㄴ. 목장성경공부의 목적 : 가정교회는 “교회”이기에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성경공부시간을 가집니다.
-

금요일 목장에서 공부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다가올 주일 예배의 본문을
미리 읽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새신자(VIP)를 위한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주일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배경을
듣고 이해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

깊이 있는 성경공부는 주중에 실시하는 삶공부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

길지 않게 20 분 이내로 성경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

목장교사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전달받은 영상강의를 보고, 스스로
30 분-1 시간 이상 투자하여, 강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목장공부는 목장모임의 한 부분이기에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게
위의 기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2. 목장성경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ㄱ. 돌아가면서 답지를 읽고 끝내면 공부가 아닙니다.
ㄴ. 목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경공부 시간을 빼먹으면 안됩니다.
ㄷ. 성경공부교사는 최소한 30 분-1 시간 이상씩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공부를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ㄹ.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영상강의는 목장시간에 보시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