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Y 
성화교사 

성화교사는, 성화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화교사는,  

성화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화학생들에게는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 

교회를 즐거운 공간이라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 

손 내밀어 주시겠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성화들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성화교사의 역할 

성화학생관리와 예배진행 

두근두근 우리가  

성화들과 함께 채워갈 시간 



성화학생 관리 

관계형성 
편한 대화상대가 되어주기! 

예배출결관리  

애정이 담뿍 담긴 사랑의 출석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성화들 

상담과 조언  
답을 줄 예수는 없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교육을 추후 진행할 정입니다. 

국경 없는 공부방 (적극 권장)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 성화학생들이 다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화학생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예배진행 

KTGY 성화교사 본부에서는 말씀 훈독과 효정보고*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일방적인 설교, 의례 보다는 함께 말씀을 훈독하며 보고 드리고,  

서로의 심정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훈독 

효정
보고 

예배목표 : 하늘부모님을 알고,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것 



예배의 구성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 
예배에 마음을 오픈하는 과정 

삶에서 의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한 PPT나 사진을 함께 보며  
모두 앞에 소개. 

준비찬양 

대표기도 

말씀훈독 

효정보고 

찬양 

각자기도 

근황토크 

효정보고* 

근황토크 



효정보고* 

: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갓 중학교에 입학한 막내, 회장단 친구들 등등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번씩 ! 

교사는 매주 진행하게 됩니다! 

교훈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뭐든지! 



“ 

‘나’는 누구…? 

이름이 뭐에요?  태어난 해와 생일은? 
 
‘나’의 별명과 그 별명이 생긴 이유는? 
 
몇 남매 중 몇 째 인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떤 경험을 했나요? (암벽등반하다가 실패했다, 산꼭대기까지 등산, 신기한 꿈을 쒔다, 내 단짝을 처음 만났다, 넘어졌다 등) 

그 경험 당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나요?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경험 이후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나의 생각, 마음, 내게 생긴 변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였나요? 
(작년 여름 더운 밤 우리집 거실에서 가족들이랑, 수련회 때 암벽등반장에서 우리 팀이랑,  수업시간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친구
들 ) 

효정보고 
‘나’ 는 크고 작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교훈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의미가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함께 나눌 의미있었던 경험 고르기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의미있었던 경험을 돌이켜 봅시다. 잘 떠오르지 않는 다면 아래 주제를 참고해보세요.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 /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언제부터 좋아졌지? 언제 처음 해봤더라? 
한계를 극뽁! 도전해본 기억 / 제일 재밌었던 영화나 책 /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경험 / 나의 최초의 기억은? 

하늘부모님은 내가 경험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나의 효정보고 제목  

효정보고를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나요? 

효정보고 
워크시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효정보고를 준비한다는 게 
막막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모두를 위한 질문지입니다.  
질문에 대답해 나가다보면,  
어느새 ‘나’의 효정보고 완성! 



성화교사를 위한 과정 

성화교사 워크샵과 
홈그룹 모임 



성화교사 워크샵 

시간 1st day 2nd day 

0800 - 0900 

접수 

굿모닝 

0900 - 1000 

국경 없는  
공부방 

1000 - 1100 

1100 - 1200 OT 

1200 - 1300 점심 

1300 - 1400 

성화교사 
내적 교육 

우리노래 
1400 - 1500 

1500 - 1600 
예배 실습 

1600 - 1700 

1700 - 1800 저녁 

성화에게로  
출발~ 

1800 - 1900 

심정의 시간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굿나잇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화교사 내적교육 

교사로서 갖춰야할 마음가짐 
  

심정의 시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실습 

예배 진행 역량강화 
 

우리노래 

찬양은 심정적 유대를 형성해주며,  

또 하나의 정성입니다. 
 

국경없는 공부방 

공부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홈그룹 모임 

김교사 박교사 이교사 

요시다 교사 
조교사 최교사 

매주 한번, ‘소속 지역(not 담당지역)’ 성화교사 활동가들과 ‘소속 

지역’ 학사공직자님과 함께 홈그룹을 진행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교사생활을 하며 생긴 고민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매주 지난 주말에 성화학생들과 있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효정북도-효정남도 



현장지교회 배정 

전국에는 224개 지교회가 있습니다. 모임 내에서 훈련을 통해 교사로서 준비를 

하시면 성화교사지원정보에 기초해 ‘소속 지역’ 학사장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이후 앞으로 맡게 될 지교회가 결정이 되면, ‘현장 지교회의 담당 

학사장님’께 인계됩니다. 각 교회당 2명 기준으로 배정되며, 유학생의 경우 

한국 국적의 학생과 같이 파송됩니다.  



KTGY 성화교사 본부지원 

동생들과의 사랑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 

1. 예배 컨텐츠 제공  

 효정토크콘서트, 엄지:신앙교육부흥단,  

 찬양부흥단, 순결인성강의, 통일교육 등 
  

2. 봉사시간 지급 

 1365 봉사포털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배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성화교사모임 및 교사 워크샵 
  

4. 국경없는 공부방 운영 가이드 제공 



제공자료 

성화교사를 위한  

몇 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 

노래 MR과 
가사PPT 

효정보고 워크시트 

찬양악보 



SNS 공식계정 

페이스북    CARP Korea 

인스타그램    k.carp2019 

유튜브    한국카프 

문의 | hi.ktg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