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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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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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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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은 삶의 방향과 행보를 결정합니다.  



 
세계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사물들 : 세계, 인간, 교육, 가정, 도덕성, 하나님 

신념의 문제 : 헌신적인 믿음, 개인의 확신 
틀 : 하나의 유형을 이루는 경향 

 
세계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세계관은 우리들의 견해나 논점뿐 아니라  

우리가 내려야 할 모든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안목, 행동 



하나님의 식과 법을  
안다는 것은? 



 이야기는 인간 체험의 표현 



이야기는 실재를 바라보는 창문 



이야기는 경험에 대한 해석 

싞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모른 체했고 

나치가 가톨릭을 박해핛 때 

 나는 가톨릭 싞자가 아니어서 모른 체했고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가둘 때 

 나는 당원이 아니어서 모른 체했고 

나치가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모른 체했지 

그들이 막상 내 집 문 앞에 들이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인갂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애가 이루는  

진정핚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애가 이루는 진정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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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에_김광석 

또 하루 멀어져 갂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맊핚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갂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

엔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맊 떠나갂 내 사랑은 어디에 내

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갂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갂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1945~1995년까지 50년 동안 80회의 전쟁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샬롬 : 평화를 소유하다 평화롭다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완전한 
           건강회복, 선한 삶, 경제적 번성,  
           정치적 안정, 사랑, 우의,  
           의와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마음 

•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 

• 나에게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 

• 모든 사람의 이익을 좇아 은혜를 가지는 마음 

• 법도를 좇아 불편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마음 

• 나를 드러내지 않고 걸림이 없는 마음 

• 언행에 편벽이 없는 마음(분쟁, 원수 맺는 것) 



• 머리말 
Ⅰ. 고대 그리스의 평화-에이레네 
Ⅱ.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 
Ⅲ. 구약성서의 평화-샬롬 
Ⅳ. 예수의 평화 
Ⅴ. 초기 교부들의 평화 
Ⅵ. 제국화된 기독교의 평화 
Ⅶ. 기독교 세계의 평화-팍스 크리스티 
Ⅷ. 종교개혁자들의 평화 
Ⅸ. 재세례파 신앙운동과 평화 
Ⅹ. 퀘이커 신앙운동과 평화 
ⅩⅠ. 독일 개신교의 평화운동 
ⅩⅡ.미국 가톨릭교회의 평화운동 
ⅩⅢ. 세계교회협의회의 평화운동 
맺는말 





기독교 평화교육의 주제 
 

미시적 차원 

개인 내부의 관계영역(개인) : 선입견, 적대자상, 공격성, 원한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영역(집단) : 갈등, 폭력, 불신 등 

 

거시적 차원 

국가 내부의 관계영역 (사회)   

   : 착취, 억압, 차별, 폭력의 제도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 조작 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영역 (국제적 시스템) : 불평등구조, 반평화적 구조 



현상 



왕따 



원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 







대안 제시하기 



행동하기 



한국전쟁 



서문 

제1장. 평화 

제2장. 가족 

제3장. 샬롬과 더불어 살기: 관계 속에서 

제4장. 샬롬과 더불어 살기: 일상 속에서 

제5장. 샬롬과 더불어 살기: 지구촌 속에서 

제6장. 함께 하는 평화: 교회와 가정에서 



샬롬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치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하여 

 – 낙태를 넘어 입양할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는 어린이와 사람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변호하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갈등의 상황에 비폭력적으로 반응하도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 사형 집행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하여  
– 더욱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 화평케 하기 위해  

•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기를 

회복해야 한다. 

•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공동체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신뢰 구

축에 기여해야 한다.  

•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공적 토

론을 촉진해야 한다.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요 

평화의 예수님을 준비해요 평화의 예수님을 전해요 평화의 예수님과 함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