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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책은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PART 3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새로

운 생각”에서 다루는 주제인 일과 테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을 심도 있게 살

펴보면서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돕는 스터디 가이드북입니다. 소그룹 또는 그보다 

규모가 큰 단체에서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각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ㆍ토의 주제 

ㆍ성경 구절 

ㆍ영상 자료

ㆍ본문 다시 읽기

ㆍ심화 질문

교사와 소그룹 리더 또는 학부모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습자들이 하나의 주제 아

래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누며 문제를 고찰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가이드북의 

목표는 토의 주제와 성경 구절, 영상, 심화 질문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을 체계화하고 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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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일’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할까요?

ㆍ일은 단순히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 이상의 활동인가요?

ㆍ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ㆍ일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ㆍ무슨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요? 

ㆍ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의 형태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ㆍ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최악의 직업을 나누어 봅시다.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일’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일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

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

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_전도서 2:17, 18

“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_고린도전서 7:17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_고린도전서 10:3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_골로새서 3:23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6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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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그

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

니다.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보상과 보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더 큰 일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전역의 많은 아

동이 비인격적이고 하찮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점차 커지는 소비주의적 세계관은 인신매매를 성행하게 하고 여성의 성노예 문화

를 퍼뜨립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받으려고 작업대 앞에서 로봇처럼 일합니다. 일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런 예들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평범한 과업과 직업에 종사

하면서도 무익하다는 느낌과 욕구불만에 시달립니다. 학교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취미 활동 등에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

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좋은 것으로만 설계하셨다면, 왜 그토록 많은 몸부림과 죄책감, 두려움, 욕구 불만, 무거운 고역이 수반

되는 걸까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한 동산에서 왜곡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설계상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 가득한 부패는 우리가 행하

는 모든 일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85~86쪽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역사의 중심점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오염되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Work does not always feel rewarding and fulfilling and it can be a struggle to see how it is contributing 
to something much bigger.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find themselves in demeaning child labour; 
the ever-expanding consumerist view of the world results in human trafficking and women being 
owned and traded as sex slaves; in the developing world millions of workers sit on assembly lines 
doing robotic jobs for a minimum wage; for some humans, the extent of their ‘work’ is to continually 
beg for mere survival. Maybe these are extreme examples, but even when we find ourselves engaged 
in tasks and jobs that are not demeaning by nature, we can still find our pursuits tainted with a sense 
of fruitlessness and frustration. Have you experienced a sense of this in your ‘school work’, or part 
time jobs, or even in your hobbies and other activities? If all human work is good by God’s design, why 
does it sometimes seem that it comes with so much striving and guilt, fear and frustration, and a tonne 
of toil? This is actually what God told the first humans would happen as a result of their rebellion and 
independence; expulsion from the perfect garden and into a world with distortions and decay. Work is 
still good by design, but the decay is ever-present, shadowing all that we attempt to do.” 

The Frog and the Fish, Chapter 6, pg. 59

Hard work
https://www.youtube.com/watch?v=Lemu4VPBJDQ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UcNOtBg8d84

First day on the job
https://www.youtube.com/watch?v=noq6FXkyVy8

You hate going to work …
https://www.youtube.com/watch?v=1FZQ4_9-iLM 

Do you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당신은 일하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일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UcNOtBg8d84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Work does not always feel rewarding and fulfilling and it can be a struggle to see how it is contributing 
to something much bigger.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find themselves in demeaning child labour; 
the ever-expanding consumerist view of the world results in human trafficking and women being 
owned and traded as sex slaves; in the developing world millions of workers sit on assembly lines 
doing robotic jobs for a minimum wage; for some humans, the extent of their ‘work’ is to continually 
beg for mere survival. Maybe these are extreme examples, but even when we find ourselves engaged 
in tasks and jobs that are not demeaning by nature, we can still find our pursuits tainted with a sense 
of fruitlessness and frustration. Have you experienced a sense of this in your ‘school work’, or part 
time jobs, or even in your hobbies and other activities? If all human work is good by God’s design, why 
does it sometimes seem that it comes with so much striving and guilt, fear and frustration, and a tonne 
of toil? This is actually what God told the first humans would happen as a result of their rebellion and 
independence; expulsion from the perfect garden and into a world with distortions and decay. Work is 
still good by design, but the decay is ever-present, shadowing all that we attempt to do.” 

The Frog and the Fish, Chapter 6, pg. 59

Hard work
https://www.youtube.com/watch?v=Lemu4VPBJDQ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UcNOtBg8d84

First day on the job
https://www.youtube.com/watch?v=noq6FXkyVy8

You hate going to work …
https://www.youtube.com/watch?v=1FZQ4_9-iLM 
You hate going to work
당신은 출근하기 싫다

https://www.youtube.com/watch?v=1FZQ4_9-iLM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Work does not always feel rewarding and fulfilling and it can be a struggle to see how it is contributing 
to something much bigger.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find themselves in demeaning child labour; 
the ever-expanding consumerist view of the world results in human trafficking and women being 
owned and traded as sex slaves; in the developing world millions of workers sit on assembly lines 
doing robotic jobs for a minimum wage; for some humans, the extent of their ‘work’ is to continually 
beg for mere survival. Maybe these are extreme examples, but even when we find ourselves engaged 
in tasks and jobs that are not demeaning by nature, we can still find our pursuits tainted with a sense 
of fruitlessness and frustration. Have you experienced a sense of this in your ‘school work’, or part 
time jobs, or even in your hobbies and other activities? If all human work is good by God’s design, why 
does it sometimes seem that it comes with so much striving and guilt, fear and frustration, and a tonne 
of toil? This is actually what God told the first humans would happen as a result of their rebellion and 
independence; expulsion from the perfect garden and into a world with distortions and decay. Work is 
still good by design, but the decay is ever-present, shadowing all that we attempt to do.” 

The Frog and the Fish, Chapter 6, pg. 59

Hard work
https://www.youtube.com/watch?v=Lemu4VPBJDQ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UcNOtBg8d84

First day on the job
https://www.youtube.com/watch?v=noq6FXkyVy8

You hate going to work …
https://www.youtube.com/watch?v=1FZQ4_9-iLM 

First day on the job
출근 첫날

https://www.youtube.com/watch?v=noq6FXkyVy8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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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도 포함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와 창조주의 관계가 예수

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일을 포함한 문화적 활동도 회복의 렌즈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왜곡되고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회복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

한 프로젝트, 즉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잠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참으로 폭넓습니다. 이 관점은 희망이 가득하고, 목적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서 타락에 따

른 일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일’을 바라보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여러분의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88~89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

니다. 

1. 일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믿나요?

모든 형태의 일을 좋게 보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충족감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일은 본래 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을 삶의 최고 자리에 올려놓으면, 일에서 본래 이루도록 설계된 성취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우상화하면 일에 중독되고, 

결국 일은 고역이 됩니다.

3. 여러분은 모든 일이 동등하다고 믿나요?

우리는 흔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기여도에 따라 일의 가치를 계층화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 

4.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나요?

일은 좋은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대인들은 일 때문에 왜곡과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들어온 균열은 일을 포함해 모든 것

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5. 일의 의미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일을 포함해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일에 동역하

도록 초대하십니다.

6. 여러분은 일이 회복되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일은 섬김과 자기희생이 되고, 자신보다 큰 비전에 대한 헌신이 됩니다. 그리하여 

일에 희망과 의미와 목적이 가득해집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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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테크놀로지’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여러분은 디지털 문화에 얼마나 몰입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나요? (1~10점으로 표현해 보세요.)

ㆍ 사람들과 늘 연결되어 있고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FOMO
�
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

나요?

ㆍ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ㆍ온라인 친구가 많으면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줄어들까요?

ㆍSNS에 연결되지 않아서 불안한 적이 있나요?

ㆍ디지털 문화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나요? 때로는 그 문화가 방해가 될 때도 있나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

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

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

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

�   FOMO(Fear of missing out) 자신이 뒤쳐져 있다거나 제외(소외)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 (책 99쪽 참고)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7장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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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_창세기 11:1~9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_골로새서 3: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나르시시즘을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자기를 홍보하는 행위는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 친구 관

계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 홍보를 하면 또 다른 자기 홍보자들에게 연결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확장되면 우리는 자신의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1-9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Our social networking technologies create a narcissistic endless loop. Self-promoting behaviour tends 
to be rewarded with more ‘likes’, comments, and friend connections. The more we self-promote, the 
more connected we are to fellow self-promoters—and the loop continues. We then begin to understand 
our self-worth through this narcissistic loop and it can be hard to recognise that you have been looped 
in. Maybe we don’t consciously think that the more likes we get for a post the more valuable we are 
as a person. But what about at the subconscious level? Have you ever checked on the responses to a 
post and either experienced a little injection of excitement, or a small churn of disappointment, with 
the level of response? I suspect that I am not alone in this. Digital technologies, like social networking, 

Are you last in the world like me?
여러분도 나처럼 세상에서 길을 잃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l3wjcwTcf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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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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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onnected we are to fellow self-promoters—and the loop continues. We then begin to understand 
our self-worth through this narcissistic loop and it can be hard to recognise that you have been looped 
in. Maybe we don’t consciously think that the more likes we get for a post the more valuable we are 
as a person. But what about at the subconscious level? Have you ever checked on the responses to a 
post and either experienced a little injection of excitement, or a small churn of disappointment, with 
the level of response? I suspect that I am not alone in this. Digital technologies, like social networking, 

Are you living an Insta lie?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에서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0EFHbruKEmw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1-9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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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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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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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rewarded with more ‘likes’, comments, and friend connections. The more we self-promo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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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be we don’t consciously think that the more likes we get for a post the more valuable we are 
as a person. But what about at the subconscious level? Have you ever checked on the responses to a 
post and either experienced a little injection of excitement, or a small churn of disappointment, with 
the level of response? I suspect that I am not alone in this. Digital technologies, like social networking, 

Can we auto-correct humanity?
우리는 인간성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dRl8EIhrQjQ

You wouldn’t say it in person
여러분은 직접 그 말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J9P_nDbTo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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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Genesis 11:1-9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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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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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rewarded with more ‘likes’, comments, and friend connections. The more we self-promote, the 
more connected we are to fellow self-promoters—and the loop continues. We then begin to understand 
our self-worth through this narcissistic loop and it can be hard to recognise that you have been looped 
in. Maybe we don’t consciously think that the more likes we get for a post the more valuable we are 
as a person. But what about at the subconscious level? Have you ever checked on the responses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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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response? I suspect that I am not alone in this. Digital technologies, like soci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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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이 나르시시즘적 순환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고 해서 자신이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차원은 

어떤가요? 자신이 올린 글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거나 실망한 적은 없나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자기중심적 행위를 더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

각해 볼 만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 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_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04~105쪽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발견하고 이해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살고 

싶은 완벽한 세계를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우상으로 숭배됩니다. 이 관점은 실로 미묘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나

는 이 문화적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나는 안정과 목적, 희망을 찾기 위해 테크놀로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_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10~111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

니다. 

1.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수록 잘 모르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정보 획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과 효과가 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

도) 진정한 앎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깊이와 지혜를 버리고 얕은 지식을 얻는 데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진짜 연약한 모습을 포스팅한 때는 언제인가요?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행복과 긍정적 측면만 보여 주고 일상적인 ‘현실’과 삶에 대한 치열함을 과소평가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설계되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른 이들처럼 너무 ‘쿨해’ 보이지 않고,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3. 온라인에서 자기 과시의 유혹을 느낀 적이 있나요?

디지털 기술은 자기애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부추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와 ‘나를 보라’는 식의 태도가 정상적이거나 당연하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성품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4. 꼭 전화로 이야기해야 할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와 실생활 사이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인간관계에 게

을러져 풍성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5. 테크놀로지를 ‘도구’로만 보는 경향이 있나요?

우리가 “이건 도구일 뿐이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삶과 다른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

을 형성하는 데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6.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나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화적 스토리텔링은 기술이 안전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기껏해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뿐이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설계한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실상은 안전과 희망을 제공할 수

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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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성’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성관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ㆍ성관계를 가장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ㆍ풍성한 삶을 사는 데 성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ㆍ성적인 것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ㆍ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이라는 좋은 선물을 오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성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

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

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

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_잠언 5:15~20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

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_마태복음 19:4~6

“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8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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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

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

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_고린도전서 7:2~5

“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

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

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

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_데살로니가전서 4:3~8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hew 19:4-6

But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own wife, 
and each woman with her own husband.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yields it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yields it to 
his wife.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perhaps by mutual consent and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Then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1 Corinthians 7:2-5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1 Thessalonians 4: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hew 19:4-6

But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own wife, 
and each woman with her own husband.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yields it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yields it to 
his wife.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perhaps by mutual consent and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Then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1 Corinthians 7:2-5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1 Thessalonians 4: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Body Love
육체적 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j3f1zii5skA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hew 19:4-6

But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own wife, 
and each woman with her own husband.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yields it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yields it to 
his wife.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perhaps by mutual consent and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Then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1 Corinthians 7:2-5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1 Thessalonians 4: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Objectification of women
여성의 성상품화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97&v=u_

4dPB9MVS8&feature=emb_logo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Matthew 19:4-6

But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each man sh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own wife, 
and each woman with her own husband.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The wif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er own body but yields it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his own body but yields it to 
his wife.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perhaps by mutual consent and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Then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1 Corinthians 7:2-5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pagans,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or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who commit such sins, as we told you and warned 
you before.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Therefore, anyone who rejects 
t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a human being but God, the very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1 Thessalonians 4: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Stories of teenage plastic surgery
십대 성형 수술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Y9f3Ri36gzU

Porn and technology
포르노와 테크놀로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1&v=y-

bxu0NqZqM&fea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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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성에 관한 한 무엇이 옳은지(도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양의 경우 예전에는 섹스와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그 답을 찾

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개인의 느낌에 따라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이 좌우됩니다. 만일 그것이 좋으면(그리고 아무에

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며, 그렇게 할 때 인간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시하고 ‘기독교적’ 도덕관을 의심하게 되면서 성관계는 결혼과 가족, 출산에서 분리되어 개인의 정체

성과 자유, 성취에 연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성적 표현을 탐구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

라 우리의 성과 심지어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것을 넘어 궁극적인 개인의 권리로까지 간주되고 있습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21~122쪽

우리는 자신의 신체, 즉 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만일 성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기준이 

성(性)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강박관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섹시’

하지 않다면 성과 섹시함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성취감을 못 느끼고, 덜 소중하게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나 압력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셀피”를 입력해 보세요. 10분 동안 올라온 게시물 중 노출이 심한 자기 모습을 찍어 올린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울러 이런저런 형태의 문신, 피어싱, 체형 관리에 관심이 커지는 현상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그러니 문신과 배꼽 피어싱을 한 사람이 내게 이메일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들은 성적 

가치관에서 흘러나온, 우리 몸에 초점을 두는 현상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렌즈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퍼부어지는 ‘섹시함’의 이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느

끼게 됩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23~124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

니다. 

1. 여러분은 삶에서 성과 ‘섹시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요?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좋은 것 중 하나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이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아닙

니다. 성은 우리의 일차적 정체성과 거리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은 금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정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욕은 여러분이 속한 문화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풍성한 삶에 영향

을 주지 못합니다! 성관계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3. 성관계를 나누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상호합의만일까요?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문화는 상호 합의가 성관계의 유일한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설계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관계 안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4. 성관계는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만족시키나요?

성관계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의 성격을 지닙니다. 성관계는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 욕구의 해소보다 자기희생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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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관계와 가족의 의미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에는 언제나 한 가족과 부모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필요하다면 이 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6. 음란물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방향을 바꾸며, 손상을 입히나요?

음란물은 충격적일 정도로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르노 시청자나 포르노 ‘배우’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독성이 강한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관계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부한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7. 이미 성을 남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몸으로 무슨 행위를 했든지, 우리의 성을 어떻게 표현했든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었든지, 우리의 손

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변화의 은혜와 자비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주어집니다.



 19 _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소비’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여러분은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ㆍ항상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ㆍ새로운 물건을 살펴보고 구입하면 행복해지나요?

ㆍ물품의 소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일부가 된다면, 다른 사람도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ㆍ소비는 언제나 잘못된 일일까요?

ㆍ내 생활 방식은 가벼운 걸음으로 지구를 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큰 발자국을 남기는 것일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소비’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소비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_마가복음 8:36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_누가복음 12:15

“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_디모데전서 6:17

“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_히브리서 13:5

“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9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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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_디모데전서 6:6~10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국가의 성공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

다. 경제학자와 정치가, 자본가는 보통 한 국가의 성공을 국민이 만들고 팔고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으로 측정합니다. 한 국가

의 건강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와 정신적 행복, 정의, 안정된 가정, 창의성 또는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량을 통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재화를 생산하는 이들은 소비의 문화적 흐름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수용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소비를 부추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로 구성된 소비 산업은 큰 효과를 얻습니다. 그렇다 보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into a snare, into many senseless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1 Timothy 6:6-10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To understand why the emphasis on consuming became a theme of our culture, we need to explore 
how the success of a country tends to be defined. Economists, politicians, and the ‘captains of industry’ 
tend to measure the success of a nation by the amount of stuff and services that are being made, 
sold, and then consumed by the people. A nation’s health is not typically assessed by measures of 
community volunteering, mental well-being, justice, family stability, creativity, or sustainability, but 
by measures of consumption. Within this view of the world, the storyline of consumption needs to be 

Consumerism trap: Y Fone 5
소비주의의 함정: Y Fone 5

https://www.youtube.com/watch?v=uNbgQxmcYQY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into a snare, into many senseless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1 Timothy 6:6-10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To understand why the emphasis on consuming became a theme of our culture, we need to explore 
how the success of a country tends to be defined. Economists, politicians, and the ‘captains of industry’ 
tend to measure the success of a nation by the amount of stuff and services that are being made, 
sold, and then consumed by the people. A nation’s health is not typically assessed by measures of 
community volunteering, mental well-being, justice, family stability, creativity, or sustainability, but 
by measures of consumption. Within this view of the world, the storyline of consumption needs to be 

Human dystopia: Wall-E
인류 디스토피아: 월-E

https://www.youtube.com/watch?v=h1BQPV-iCkU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into a snare, into many senseless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1 Timothy 6:6-10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To understand why the emphasis on consuming became a theme of our culture, we need to explore 
how the success of a country tends to be defined. Economists, politicians, and the ‘captains of industry’ 
tend to measure the success of a nation by the amount of stuff and services that are being made, 
sold, and then consumed by the people. A nation’s health is not typically assessed by measures of 
community volunteering, mental well-being, justice, family stability, creativity, or sustainability, but 
by measures of consumption. Within this view of the world, the storyline of consumption needs to be 

Get out of the materialism trap NOW
 지금,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https://www.youtube.com/watch?v=Qk1i7UGBz1Q

Big 
크게

https://www.youtube.com/watch?v=_39b8e5PXWw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into a snare, into many senseless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1 Timothy 6:6-10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To understand why the emphasis on consuming became a theme of our culture, we need to explore 
how the success of a country tends to be defined. Economists, politicians, and the ‘captains of industry’ 
tend to measure the success of a nation by the amount of stuff and services that are being made, 
sold, and then consumed by the people. A nation’s health is not typically assessed by measures of 
community volunteering, mental well-being, justice, family stability, creativity, or sustainability, but 
by measures of consumption. Within this view of the world, the storyline of consumption need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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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정성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 전만 해도 검소함과 절제가 미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기 엔진의 발명과 더불어 산

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이제 값싼 물품을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구입할 사람이 필요했

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 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스토리텔러 산업(광고업자들과 마케터

들)은 우리에게 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36~137쪽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자로 규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합

니다. 우리는 앞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현상이(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소비주의적 사고방식과 결합되면 소셜 미디어는 인간관계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

만큼 줄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재화’를 버립니다. 

소비가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는(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품을 소비하듯 사람을 소비합니다. 인간관계를 이런 식

으로 소비하는 것은 창조주가 설계하신 인간 번영의 모습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님의 형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진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보다 덜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41~142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

니다. 

1. 소비는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창조 세계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2. 소비는 언제, 어떻게 소비주의가 될까요?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좋은 피조물을 소비하던 것이 안전과 행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소비로 그 목적이 바뀔 

때, 소비는 소비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문화에서 말하는 ‘소비주의’를 식별할 수 있나요?

끝없는 소비와 이런 행위를 숭배하는 것은 강력한 서구 문화의 주류입니다. 이는 삶의 다른 측면까지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4. 때때로 소비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업 광고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소비로 정해진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삶과 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이

해하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5. 소비주의가 사람을 소비하는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람은 절대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주의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물품으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설계하신 것과 거리가 멉니다.

6. 소비주의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계약적 사고방식을 주입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거나 너에게 주면, 너는 나에게 저것을 주거나 행해야 한다’는 식입

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에 헌신하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계약보다 헌신에 기초한 인생관을 추구하

십시오. 

7. 무제한적인 소비주의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빠르기만큼 세계의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을 자정하는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자명한 사

실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과 현재와 미래 세대에 큰 불의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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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진리’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우리가 ‘진리 이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ㆍ무언가가 진실임을 아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권위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ㆍ진리를 개발하는 데 과학이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나요?

ㆍ단순히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강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는 언제인가요?

ㆍ어떤 것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ㆍ만일 무언가가 나에게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이어야 할까요?

ㆍ관용 자체가 관용적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진리’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진리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니라.”_골로새서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_요한복음 14:6

“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10장진리



 _ 24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

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리라.”_고린도전서 13:8~12

“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

라.”_요한복음 18:38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2006년 미국의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가 선정한 ‘올해의 신조어’는 ‘ truthiness’(트루시니스)입니다. 이 단어

“What is truth?” retorted Pilate.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gathered there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John 18: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In 2006,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declared its Word of the Year to be, “truthiness”. Truthiness 
was originally coined by the American satirical comedian Stephen Colbert and is defined as:

The quality of a claim seeming to be true, or feeling true, even if it isn’t supported by logic 
or factual evidence. 

The humour in Colbert’s word came not because we find silly made-up words funny, but from his 
insightful observation that our view of what we deem to have authority for defining truth is shifting. 
He was observing, back in 2006, that we are moving towards a mindset where personal opinions and 
feelings have authority to define what is true and right. In this view, our preferences and feelings can 
make a partial claim to truth and be ‘truthy’. n a recent US presidential campaign, it became obvious 

Can you be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OxiAikEk2vU

“What is truth?” retorted Pilate.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gathered there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John 18: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In 2006,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declared its Word of the Year to be, “truthiness”. Truthiness 
was originally coined by the American satirical comedian Stephen Colbert and is defined as:

The quality of a claim seeming to be true, or feeling true, even if it isn’t supported by logic 
or factual evidence. 

The humour in Colbert’s word came not because we find silly made-up words funny, but from his 
insightful observation that our view of what we deem to have authority for defining truth is shifting. 
He was observing, back in 2006, that we are moving towards a mindset where personal opinions and 
feelings have authority to define what is true and right. In this view, our preferences and feelings can 
make a partial claim to truth and be ‘truthy’. n a recent US presidential campaign, it became obvious 

Is it true that there is no truth? 
진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Rgd5fe3jPQA

“What is truth?” retorted Pilate.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gathered there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John 18:38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In 2006,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declared its Word of the Year to be, “truthiness”. Truthiness 
was originally coined by the American satirical comedian Stephen Colbert and is defined as:

The quality of a claim seeming to be true, or feeling true, even if it isn’t supported by logic 
or factual evidence. 

The humour in Colbert’s word came not because we find silly made-up words funny, but from his 
insightful observation that our view of what we deem to have authority for defining truth is shifting. 
He was observing, back in 2006, that we are moving towards a mindset where personal opinions and 
feelings have authority to define what is true and right. In this view, our preferences and feelings can 
make a partial claim to truth and be ‘truthy’. n a recent US presidential campaign, it became obvious 

Absolute truth
완전한 진리

https://www.youtube.com/watch?v=VaGNRP6Q-6Q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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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래 2005년에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 스티븐 콜버트가 이라크에 살상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사실로 믿고 이라크전쟁을 일으

킨 조지 W. 부시 정권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truthiness:  논리나 사실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인식하려는 성향 또는 심리 상태

이 단어에는 진실을 규정짓는 권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콜버트는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를 규정할 때 개인적 의견과 느낌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느끼는 바가 진실이 되거나 ‘진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참된 진리)의 개념이 갈수록 중요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정치인들은 진실이나 사실적 근거 없이 논리를 폈습니다. 문화 비평가들이 ‘진리 이후’ 시대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54~155쪽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리를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출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진리를 포함해 이 세상

과 인간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이 관점은 몇몇 사회적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절대 진리

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관점을 과학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 성경적 관점은 과학이 세계의 복잡다단한 면을 상세히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과학과 과학자들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학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길 촉구합니다. _『처음 만

나는 기독교 세계관』, 162~163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

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나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절대 진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상황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진리에 대한 권위 있는 주요 출처는 무엇인가요?

진리를 선언하는 출처는 과학 이론과 집단 여론, 개인적 인식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과학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인간이 질문을 던지고, 측량하고,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를 주장하기

에는 과학의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4.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견해와 지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인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

니다.  

5. 감정과 욕망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진리를 정의하는 권위 있는 출처로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6. 많은 사람이 동의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까요?

여러 집단의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슷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어리석음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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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행복’에 관해 토의합시다.

ㆍ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ㆍ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나요?

ㆍ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ㆍ행복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ㆍ행복은 감정 이상의 것일까요?

ㆍ목적과 희망은 행복 방정식에서 어디에 들어맞을까요?

ㆍ궁극적인 행복은 존재할까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행복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

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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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

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

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_누가복음 

12:22~34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_마태복음 11:28~30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 다 지나갔음이러라”_요한계시록 21:4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영상 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give you the kingdom.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ever fail,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uke 12:22-34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Revelation 21:4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Now, don’t hear me wrong. There is nothing bad about being happy, and nothing wrong with desiring to 
be happy. However, like all good things, when they become ultimate, we can end up serving them—and 
not the other way round. Have we perhaps come to this point in the last few decades with our pursuit of 

My dad is a liar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https://www.youtube.com/watch?v=4K2_oQebZX0&fea-

ture=emb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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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 is happiness? INFOGRAPHIC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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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you the kingdom.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ever fail,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uke 12:22-34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Revelation 21:4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Now, don’t hear me wrong. There is nothing bad about being happy, and nothing wrong with desiring to 
be happy. However, like all good things, when they become ultimate, we can end up serving them—and 
not the other way round. Have we perhaps come to this point in the last few decades with our pursuit of 

give you the kingdom.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ever fail,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uke 12:22-34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Revelation 21:4

Do not make any idols. Exodus 34:17

STIMULUS VIDEOS

You might use one or more of these videos to generate engagement. Or you might use on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ith the focus being to critique the assumptions within the video. You might follow the viewing with 
questions like “What feelings did that video give you?”, or “Would this video be helpful to show young children? 
Why or why not?”, or “What do we learn about our culture in this video?”:

All videos can be found at 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EXTRACTS FROM THE BOOK

It might be that reading one, or both, of these extracts from The Frog and the Fish could be a helpful addition to 
your discussion time:

“Now, don’t hear me wrong. There is nothing bad about being happy, and nothing wrong with desiring to 
be happy. However, like all good things, when they become ultimate, we can end up serving them—and 
not the other way round. Have we perhaps come to this point in the last few decades with our pursuit of 

What makes you happy?｜1-100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1-100  

https://www.youtube.com/watch?v=sJ8xZtxXLc8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FDF2DidUAyY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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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행복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또는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행복을 추구하다가 지금

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행복 과대광고’에 빠져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의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잠에서 깰 때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78쪽

어떤 사람들의 현실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불행하다는 느낌에 휩싸여 온종일, 어쩌면 몇 주,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기적인 정신 문제는 종종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나 비극,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째,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둘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

속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경험상) 충분히 그럴 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_『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78~179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

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행복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좋은 세상에는 심오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그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2. 불행은 항상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행복에 들떠 있지 않을 때가 많고 이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입니다. 가끔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3. 행복 과대광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 문화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행복은 우리의 권리라고 속삭입니다.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자격을 누리기 위해 쇼핑이

나 성관계, 자기 과시나 약물 복용 등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4. 행복을 잡으려다 불행해진 적이 있나요?

과대 포장된 행복만 믿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항상 행복해지는 것’으로 삼으면, 사실상 우리는 덜 행복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5. 행복에서 만족의 위치를   찾아보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환경에 만족하면 좀 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희망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둘 때 생기는 행복은 얄팍하고 일시적이어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

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안식을 찾을 때 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불

안정을 경험하셨음을 인정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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