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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성경공부(GOOD NEWS TIME)을 시작하며 
10월부터 ‘자녀와 10분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부모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꿈꾸는교육공동체 교육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녀와 10분 성경공부가 의미있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해 본
적이 없기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누면서 부모에게도 큰 유
익이 있을 겁니다. 

GNT에 무엇을 나눌 것인가? 
10분 성경공부의 핵심은 GOOD NEWS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더 깊은 본질은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
우심입니다. 바로 그것을 GNT시간에 자녀와 나누셔야 합니다.  

GOOD NEWS는 결국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
다.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결국 
GOOD NEWS의 본질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GOOD NEWS를 보도록 계속 도와야 하고, 부모의 이야
기에는 GOOD NEWS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GOOD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주어진 BAD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BAD의 현실이
지만, 그 현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GOOD NEWS와 GOOD를 나눠주시면 됩니
다. 
 

GNT 워크샵 1 
오늘 매일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6:1-11절입니다. 여기에서 찾으셔야 하는 것은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BAD를 찾아주세요. 
둘째, BAD를 풀어내시는 GOOD NEWS를 찾아주세요. 
셋째, GOOD NEWS로 인해 주어지는 GOOD을 찾아주세요. 

 

GNT 워크샵 2 
처음 시작하는 10/3일 매일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10:1-19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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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교육철학 
5월 : 교육과정 
6월 : 습관훈련 
7월 : 1학기 종강기도회 
8월 : 성경알아가기 
9월 : 10분 성경공부 
10월 : 가정예배 
11월 : 2학기 종강기도회



GNT 실제로 해보기 
GNT의 구성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GNT를 하면서 4가지 요소가 담겨지게 자
녀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a. 오늘 본문의 배경 
 b.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BAD 
 c. BAD에 대한 하나님의 GOOD NEWS 
 d. GOOD NEWS로 인해 주어진 GOOD 
 

어떻게 GNT를 진행하는가? 
1. 아빠의 시작기도   
2. 아빠의 10분 성경공부 나눔 
3. 자녀에게 느낀점 묻기 
4. 아빠의 마무리기도 또는 자녀의 마무리 기도 
* 10분 이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GNT할 때 주의사항 
1. 본문말씀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셔야 합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이용(?)하여 잔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2. 5부을 하셔도 되지만, 최대 10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하면서 자녀에게 느낀점을 물어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을 받으셨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알아보고 내일 이야기해준다고 하시고,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떤 일이 있어도 월-금 GNT는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싸우든,  
    자녀와 싸우든 GNT는 한결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및 느낀점 나눔 

기도 
1. 자녀에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GOOD NEWS를 전하는 부모되게 하소서 
2. 부모가 먼저 GOOD NEWS를 들으며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GOOD NEWS가 선포되는 가정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