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 Ways
더 나은 세대 복합 예배를 위한 10 가지 방법

매 주 드리는 예배 모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재결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기 위해 한 지체로
모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상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로부터 오는 힘으로 준비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Robbie Castleman 은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할수 있는 유
일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Howard Vanderwell 은 “세대 복합 예배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예배입니다. 각 세대
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똑같이 소중합니다. 각 세대가 모두 함께 현재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 했
습니다. (The Church of All Ages, p.11)
당신의 교회에서 세대 복합 예배를 세우기 위한 훈련 10 가지를 제안 합니다. 함께 배우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한
더 많은 제안들은 Intergenerational Church toolkit at crcna.org/FaithFormation/toolkit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전담 그룹을 만드십시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흥미롭거나 감동적일 것이라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대 복합 예배를 위한 전담
그룹에게 청하여 - 나이든 아이들, 십대,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청장년을 포함 - 그들의 예배 체험에 관해서 대화하십시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쉽게도 하고 어렵게도 합니까? 아마 그들의 답변에 놀라실 것입니다!

2 깨닫기 위한 평가를 하십시오.
당신 교회의 세대 복합 예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Intergenerational Worship Questionnaire 를 사용하십시오. Intergenerational
Church toolkits at crcna.org/FaithFormation/toolkits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세대 복합 예배를 위한 서약서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지양하는 세대 복합 공동체를 명확히 하십시오. 예배 서약서의 예를 the Still Waters blog 에 올려진 “Covenant:
Intergenerational Community” (tinyurl.com/WorshipCovenant) 에서 보십시오.

4

예식 용어를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연령과 감각 능력에 따라 환영받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정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Readability-Score.com 같은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예식 용어나 설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수준을 측정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당신이 생각한 수준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Inclusive Language Suggestions” 조항을 tiny url.com/LgenLanguage 에서
검사해 보십시오

5

예배 공간을 살펴 보십시오.

다양한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예배 공간을 살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를 잘 볼 수 있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나 장애자 기동 휠체어 사용자나 걸음 보조대 사용자가 예배실로 향한 건물 입구에 쉽게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시력과 청력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가능합니까?

6

회중의 문화를 연구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연령의 세대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비록 자신의 아이들이 시끄러울찌라도 환영을
받는다고 느낍니까? 노인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 느낍니까? 소속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Building Blocks of Faith
toolkits at crcna.org/FaithFormation/toolkits 에서 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7

함께 창작하십시오.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예배에 사용되는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십시오. 우리들의 손이 바빠질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Pinterest’ 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양한 예술적 감각과 수준을 요구하는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사례를 tinyurl.com/IgenWorshipArt 에서 읽어 보십시오..

8

예배를 위한 교육을 하십시오.

세대 복합 예배를 위해 1년 정도의 실험 기간을 가짐으로 장기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지와 영상에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단서를 넣거나 간단한 설교 노트를 추가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례의 의미나 찬양
가사의 뜻을 설명하고 예배 순서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9

오감 (Five Senses) 으로 흥미를 느끼게 하십시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감각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만큼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예배실 안에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때로는 맛과 냄새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예배 공간안의 예술장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독특하고 흥미로우면서도 경건한 음향과 영상을 사용합니까?

10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배와 친교 시간중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배우며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의견을 남기려면 Faith Storytelling toolkits at crcna.org/FaithFormation/toolkits 를 방문해 주십시오.

The Faith Formation Ministries (신앙 양성 사역부) 는 당신과 함께 10
가지 방법외에 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영감을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 양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청취하기를 사
모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것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crcna.org/
crcna.org/Faith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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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formation 에서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