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학습코칭

도전! 성경공부 교안작성하기 2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성경공부 교안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학습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는 작성된 교수-학습 안을 놓고
평가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해 나갑시다!
MP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작성하기(2018년 2월 성경공부 1과)

도입 (동기부여, 학습개요 소개하기)
1. 성경공부의 제목, 중심개념 그리고 교육목표를 적어봅시다.
- 제목/생명이신 예수님, 중심개념/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2. 동기부여
- 그림을 보며 마르다가 누군지 맞춰보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질문하기
- 마르다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듯 연기해보기
3. 성경공부의 핵심적인 개요 소개하기
- 각 과의 내용을 읽고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해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
고 고백했다.

본론
- 각 과에 나오는 주인공 혹은 사건의 스토리를 정리해봅시다.
마르다 가족에게 큰 일이 생김-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상황이 됨마르다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베다니로
오시게 사람을 보냄-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 결국 나사로
가 죽고 장사한 후에 도착하심-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거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심-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 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으
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심-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
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나사로를 부르심-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고,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됨

- 핵심메시지를 2-3문단으로 정리하여 적어봅시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고 장사지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해 주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
과 부활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

결론
-가르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예) 예수님께 하루 두 번 이상 믿음의 고백 표현해 보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나누기)

-가르친 말씀요약하기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