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가족이 사는 법: 영적 형성에 대한 과정

수업 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매 순간을 사는 방법을 날마다의 경험에 적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수업 일시
한국 시간: 3 월 28 일부터 5 월 30 일, 토요일 오전 7-9 시*
미국 시간: 3 월 27 일부터 5 월 29 일, 금요일 오후 3-5 시 (PST)

수업 차수

미국 날짜

한국 날짜

1

3 월 27 일

3 월 28 일

2

4월 3일

4월 4일

3

4 월 10 일

4 월 11 일

4

4 월 17 일

4 월 18 일

5

4 월 24 일

4 월 25 일

6

5월 1일

5월 2일

7

5월 8일

5월 9일

8

5 월 15 일

5 월 16 일

9

5 월 22 일

5 월 23 일

10

5 월 29 일

5 월 30 일

* 두시간 수업 후, 30 분 정도 자유롭게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업 소개
10주 간의 <영적 형성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새롭고 더 높은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과정의 목적은 신앙을 활
성화 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바꾸어,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과 영적인 형제자매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는 삶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본성의 참가자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 신앙과 영적 변화를 통해서, 너희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이 되며, 그의 영은 실제로 너희 안에 거한다.” 143:2.4
영적 형성은 영적 진리 (위대한 은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귀중한 약속") 를 삶에서 명확히 알고, 체계화하고
통합하여, "우리의 신앙과 영의 변화"를 실행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점점 더 실천하며 살기 시작할 수 있고,
결국에는 진리를 구현하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 형식
이 과정은 유란시아서 전체에 걸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 상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일곱 가지 필수적인 진리와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입니다.
학생들은 연속적으로 "10주 교육"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게 되며, 각 수업은 각각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주차에는 수업의 개요와 구조가 제공됩니다.
2주차-8주차는 예수 복음의 핵심 진리 중 일곱 가지(아래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매주 이 핵심 진리 중 하나를
심층 탐구합니다.
9, 10주차에는 상징의 힘, 수업 요약, 참가자들의 결론 공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어떻게 생활 방식
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완성될 것입니다.

수업의 형식은 다음을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 각 주제에 맞게 엄선된 유란시아서의 구절들을 그룹으로 같이 살펴보고,
- 핵심 진리를 일상에서 경험 하는 방법, 즉,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 매순간 살아가는 방법을, 고안된 질문과 토론
을 통해 알아봅니다

✦ 영적 부모 자녀 관계

✦ 영적 자매 형제 관계
✦ 사랑

✦ 영원한 삶

✦ 내주하는 영

✦ 하나님의 뜻

✦ 신앙

수업 특징
이 수업은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영적 교육과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체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다른 UUI
수업과 약간 다릅니다. 전체 과정은 매주 2시간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진행되므로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세션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션을 놓친 참가자는 화상 회의의 비디오 녹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Zoom”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Zoom.us/download 웹 사이트에서 앱
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에도 앱이 있습니다.
본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수업 리더가 영어로 말하면 통역자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하고, 참가자가 한
국어로 말하면 통역자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통역합니다.

수업 리더
마빈 고린(Marvin Gawryn)은 자신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년전, 17살 고등
학생 시절에 로스앤젤레스의 형이상학 서점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유란시아책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날부터 그의 성인 삶 전체를 형성해왔습니다.
40년 동안 매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이끌었으며, 유란시아서 펠로우십 및 기타 봉사
조직에서 많은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동료 독자들 입니
다. 그는 "높은 곳의 도달: 영적 생활의 심리학"의 저자이며, 많은 전파 운동 세미나에서
워크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격동기 이후 유란시아 재단 및 UAI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펠로우십 연락 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표준
참조 텍스트 위원회 및 UUI의 교육 과정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마빈은 가족 심리 치료사로 3 0 년 동안 근무한 후 , 현재 반 ( 半) 은퇴하였으며 현재 남부 네바다의 범종교
(Interfaith) 위원회의 상임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란시아서의 종교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와
워크샵을 개최하여 왔고, 1988년에 버클리 연합 신학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종교의 역사와 사회학 연구를 하여
신학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 더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고, 유란시아서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하는 하나님 가족 펠로우십(familyofgodfellowship.org)의 회장으로 스릴 넘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삶
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마빈과 사랑하는 현명한 아내 프랜실은 두 딸과 그들의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손주에게 부모
로서 봉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성에서 그러한 삶이라니!" 1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