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예배 해설서>

1. 예배 해설 및 진행을 위한 제안
가능한 전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획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를 위해 동일한 본문으로 구성한 어린이 예배도 마련하였다. 성경본문이 많지만 여러 명의 어린이
들이 읽는다면, 어린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가능하
면 세 권의 책을 모두 읽되, 각 성경본문의 길이는 어린이예배에 맞게 줄일 수 있다. 제공되는 어린
이 설교를 참고하여 설교를 재구성할 수 있다.
재외한인교회들을 위해 영어번역판도 마련하였다. 어린이 예배는 각 교회마다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기에, 예배교육의 차원에서 어른의 예배구조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3.1운동과 관련이 있는
어른찬송들을 어린이 회중, 찬양대, 특송 등의 순서로 다양하게 배치하여 어른들과 동일한 예배경
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찬송들은 3.1운동 당시 어린이들도 불렀던 찬송이며, 어린이찬송가에
실렸던 곡들도 있다. 제공되는 찬송 이외의 것을 선택하여 불러도 좋다. 어린이예배를 좀 더 다양하
게 꾸미고 싶으면 만국기 등으로 실내장식을 하고, 어른예배 해설서에 있는 입장순서를 참고하여
예배환경이나 특별입장 등을 꾸밀 수 있다.

1) 찬송 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은 일제치하에서 금지된 찬송 중의 하나로 오직 하나님께만 면류관을 드
린다는 의미를 담는다.

2) 찬송 ② <진짜 크리스챤>
<진짜 크리스챤>를 배워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힘차게 여는 찬송을 부른다. <진짜 크리
스챤> 찬양은 N프렌즈 7집에 수록된 곡으로, 율동과 찬양 동영상은 총회한국교회연구원
(www.rcpck.org) - 자료실 – 목회정보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참회의 기도 및 용서의 말씀
로마 카톨릭이 고해성사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과 달리 개혁자들은 예배 속에서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예배 속에서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이 때 용서의 말씀은 성경
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어야 한다. 개신교 예배신학의 소중한 유산이다.

4) 찬양대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어른 예배의 해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곡은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더 멋지
게 가꾸자는 찬송이었기에 일제 말기에 금지된 찬송이다. 또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
예배”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서로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다. 어린이 찬양대를 위한
곡으로 선정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성경 읽기 <이사야 10:12-21, 로마서 8:1-11, 요한복음 7:25-26>
성경읽기는 에큐메니칼 방식을 따른다. 첫 번째 말씀인 구약 본문은 독립단 통고문의 월요일 본
문이었던 이사야 10장에서 발췌한 구절이고, 두 번째 말씀은 독립단 통고문의 토요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이다. 복음서의 말씀은 독립단 통고문에 없지만 공동성서정과에서 구약 말씀인 이사야
10:12-21과 서로 짝을 이루는 복음서이다. 로마서 8장이 독립단 통고문의 마지막날 본문이라는 사
실은 3.1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설교 <숲에 남은 나무>
설교문 예시 1편을 제2부 예배자료 제10장에 수록하였으니 참조토록 한다.

7) 봉헌송 <어둔 밤 마음에 잠겨(582장)>
1969년 최초의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던 창천감리교회에서 불린 찬송으로 우리나라 작사가와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담은 곡으로 의미가 깊다.

8) 증언과 신앙고백
설교 이후에 실제 3.1 운동시 활약했던 기독교 민족지도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나, 역할극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3.1운동의 기독교적 의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함께
부르거나 어린이 중창단의 특송으로 <유관순 누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거는 것도 감동을 줄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다.

9) 독립선언서 낭독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쓰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선인들이 가졌던 결연한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10) 나라를 위한 공동기도
3.1운동을 넘어서서 민족의 평화통일과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