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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
1) WHO: WORLD HEALTH ORGANIZTION, 세계 보건 기구
2) MAI: MEDICAL AMBASSADOR INTERNATIONAL
3) CBCD: COMMUNITY BASED COMMUNITY DEVELOPMENT
4) LWI: LIFEWATER INTERNATIONAL
5) SWIM: 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 스윔선교회
6) WWD: WATER WELL DRILLING, 스윔선교회 우물 파기 부서
7) BSF: BIOSAND FILTER, 스윔선교회 정수기 제작 부서
8) 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스윔 선교회 공중보건 교육 부서
9) 제 2 부 학습을 위한 포스터 약자
ㄱ)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ㄴ) 평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인가)
ㄷ) HT (HIV 감염 경로)
ㄹ) HB (HIV 감염경로 차단)
ㅁ) HP (HIV 감염경로 이야기)
ㅂ) 감염 (질병의 감염경로)
ㅅ) 차단 (질병의 감염경로 차단)
ㅇ) 감염 발표 A, B (질병의 감염경로 이야기)
ㅈ) MD (말라리아와 댕기열)
ㅊ) D (설사)
ㅋ) 오염 (지하수 오염과 물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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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자료
1) 설사병 발병율의 감소

설사병 발병율의 감소
a) 위생 습관의 향상

45% 감소

b) 물의 질의 향상

39% 감소

c) 위생 처리 (SANITATION) 향상

32% 감소

d) 물의 양의 증가

25% 감소
WHO

2) 2004 년 WHO 설사 통계

2004 년 WHO 설사 통계
설사 발병율: 2.5 billion
설사 사망율: 1.5 million (<5 세)
1.1 million (>5 세)
(1.5 million 의 50% 이상이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일어남)

개발도상국가: 사망 제 1 원인은 폐렴 (17%)
사망 제 2 원인은 설사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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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5 대 질병

세계 5 대 질병 (사망율)
#1 호흡기 감염
#2 HIV/AIDS
#3 설사병
#4 결핵 (Tuberculosis)
#5 학질 (Malaria)
2008 년 WHO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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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E VALUES OF LIFEWATER INTERNATIONAL
1) We are Christians. (Col 2:6-13, Phil 2:5-11)
 We are followers of Jesus Christ, living and working to God’s glory.
 We strive to love, forgive, and serve others as Christ has done for us.
 We pray for wisdom and guidance in all that we do, recognizing that God alone
empowers us to work effectively.
2) We believe in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all people. (Rom 12:3-8, Gen 1: 27-28)
 We believe that all people are created in God’s image and endowed with God-given gifts.
 We strive to treat all people with dignity and respect.
 We believe that God’s Spirit empowers people to participate in God’s work on earth.
3) We are committed to the poor through holistic ministry. (Isa 61:1-4, Col 1:15-20)
 We believe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s the power to bring wholeness to all
aspects of life: spiritual,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We proclaim the gospel in word and action
 We work alongside the poor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complex, systemic cause
of poverty.
4) We practice partnership. (I Cor 12: 12-30, Matt 25:31-40, John 17:20-23)
 Recognizing that we cannot alleviate poverty alone, we work in partnership to bring
about lasting improvements to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We believe that partnership honors other’s God-given gifts and responds to Jesus’s
instructions to work together in unity

Mission
Compelled by God’s call and the global water and sanitation crisis, Lifewater International equips
partner organizations and works with them to empower commun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gain
safe water, adequate sanitation, effective hygiene, and the knowledge of Jesus’s love.

Vision
Our vision is a world where every person has access to safe water, improved health, and the knowledge
of Jesu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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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인적 공동체 개발 정의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MAI

2)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장애물과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CBCD

3)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동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이해가 생길 때 변화가
일어난다.”
Bryan Myers 는 그의 책 Walking with the poor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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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일정과 설명

첫째 날

1. 등록과 명찰 (15 분)

훈련자 이름

2. 참여자중 한사람 기도, 공지 사항, 스윔 소개,

훈련자 이름

위생 과목 소개, 훈련자소개 (15 분)
---둥그렇게 자리를 고친다--3. 이름놀이, 참여자 모두 소개시간, 말씀시간 (40 분)

훈련자 이름

4/1. 좋은 습관과 나쁜습관 (40 분)

훈련자 이름

4/2.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10 분)

훈련자 이름

4/3. 변화는 문제를 보는데서 시작 (10 분)

훈련자 이름

---------------Break time----------------------(15 분)
5/1. HIV (40 분)

훈련자 이름

5/2. HIV story (10 분)

훈련자 이름

-----------즐거운 점심시간-------------------(40 분)
점심후 이름 놀이 (10 분)

훈련자 이름

6/1. 예방이냐, 치료냐? 촌극 (10 분)

훈련자 이름

6/2. 질병의 감염경로 (30 분)

훈련자 이름

6/3. 감염경로 발표 (10 분)

훈련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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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감염경로 차단(20 분)

훈련자 이름

-------------------Break time (15 분)----------------------------------------------6/5. 손씻기 노래 만들기 (25 분)

훈련자 이름

6/6.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30 분)

훈련자 이름

6/7. 티피 텝 만들기와 사용법 (35 분)

훈련자 이름

수업끝
7. 3 명 (혹은 6 명) 훈련생 개인 훈련

습관/훈련자 이름
HIV/훈련자 이름
감염과 차단/훈련자 이름

둘째 날

1.기도, 이름 놀이(10 분)

훈련자 이름

2. Devotion (30 분)

훈련자 이름

3/1. 훈련생 습관 복습 (35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3/2. 훈련생 HIV 복습 (35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Break time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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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훈련생 감염차단 복습 (40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4.강건너기 촌극 (15 분)

훈련자 이름

5. 구제냐? 개발이냐? (40 분)

훈련자 이름

지역공동체 개발의 정의, 전인적 공동체 개발 정의 소개
-----------------------즐거운 점심시간-----------------------------------------------6. 말라리아와 댕기열 (50 분)

훈련자 이름

7. 모기없애기 실행 계획 (25 분) (육하원칙 이용)

훈련자 이름

8/1. 설사의 악순환과 차단 (40 분)

훈련자 이름

-----------------Break time (15 분)---------------------------------------------------------8/2. 탈수증 시범 (15 분)

훈련자 이름

8/3. ORS 만들기와 복음팔지 만들기 (25 분)

훈련자 이름

8/4. 물깨끗히 관리 (30 분)

훈련자 이름

수업끝
9. 2 명 혹은 4 명의 훈련생

말라리아, 댕기열/훈련자 이름
설사/훈련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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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

1.

주일 예배 (7:30-8:30)

2.

기도, 이름 놀이 (10 분)

훈련자 이름

3.

Devotion (30 분)

훈련자 이름

4.

훈련생 복습, 말라리아/댕기열 (35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5.

훈련생 복습, 설사 (35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훈련생 둘이서 짝지어 깨끗한 손과 마음 연습 (10 분)

훈련자 이름

-------------------Break time-----------------------------------6.

지마실 (15 분)

훈련자 이름

7.

참여형식과 강의형식의 비교 (30 분)

훈련자 이름

8.

시험 (30 분)

훈련자 이름

------------------------즐거운 점심 시간 ----------------------------9.

현지훈련 선교 나가기 전 준비사항 (15 분)

훈련자 이름

10.

훈련후 나누기 (한 훈련생당 5 분)

훈련생/훈련자 이름

11.

격려사

12.

수 료식과 촬영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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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정은 미국내 훈련을 위한 일정으로 선교현지에서도 리더를 위한 훈련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훈련에서 시간상 제약을 받거나 선교현지에서 직접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훈련을 할 때는,
굳이 이 일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 토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자신들의 위생 습관을 스스로 평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모든 질병에는 그 원인이 되는 병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
손을 물과 비누로 잘 씻는 것이 많은 병의 예방과 직접 관련된 것,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과 지하수 오염방지에 아주 중요함을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질병의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훈련, 교육시키면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훈련 일정에 나오는 토픽 외에도 제 4 부에서 치아위생, 옥소 결핍증 등
현지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 더 추가되겠습니다.

훈련 요청이 스윔대표나 팀장에게 들어오면 팀장은 요청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 훈련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당자에게 훈련 전 약 2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알리고 훈련 일정을 정합니다.
1) 팀원들에게 훈련 일정을 알리고 7-10 일 내에 자원해주도록 부탁합니다.
2)

훈련자들이 결정되면 훈련 일정을 짜서 7-10 일 내에 자원자에게 알리고, 훈련을 위한
준비모임의 요일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3 번 만나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3) 준비모임은 훈련을 충실하게,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원활한 팀웍을 위해 꼭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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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사를 위한 촌극내용

예방이냐 치료냐 촌극
(A, B 두 마을에 사는 친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
A: 영희엄마, 반가워요. 이번에 무서운 설사병이 돌았는데 무사했네요.
B: 네,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심한 설사로 아팠었는데
보건소에서 항생제를 주어서 살았어요.
우리영희도 죽을 뻔 했어요. 그런데 철수 엄마는 괜찮았어요?
A: 우리 마을은 두 달 전에 보건소 직원이 설사 예방법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어서
온 마을이 무사히 지나 간 것 같아요
B: 그게 뭔가요?
A: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은 익혀 먹고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을 것 등이에요
B: 다행이군요. 우리도 보건소에 요청하겠어요. 반가워요.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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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기 촌극

촌극내용
1) 두 사람 (A,B)이 강가로 다가 온다.
2) 강을 보면서 A 가 B 에게 “강물이 많고 빨리 흐르네요.” 하고 말한다.
3) B 는 “아이구! 큰 일 입니다. 나는 헤엄도 못 치는데… “ 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4) 그 때 마침 그 마을에 사는사람 C 가 그들의 문제를 알고 다가 오며 “ 우리 마을을 방문
하셨군요. 징검다리를 이용하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어요 . 보여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5) A 와 B 는 무서워서 서로 쳐다보며 주저한다.
6)

결국 C 는 한 사람씩 업어서 건네 주기로 한다.

7)

C 는 A 를 힘들게 업고 징검다리 하나를 거쳐 간신히 작은 섬에 A 를 내려 놓은 후 잠깐
기다리라고 부탁한다.

8) 그리고 다시 B 에게 돌아와서 B 를 업고 가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빠져서 업고 갈 수 없다고
한다. 결국 C 는 B 를 업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B 에게 “ 강물을 자세히 보면 징검다리
위에서는 강물의 흐름이 달라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징검다리가 있지요?” 하고
B 에게 묻는다.
9) B 는 “ 예, 징검다리가 보여요.” 하고 대답한다. C 는 B 의 손을 잡고 “ 나와 함께 징검다리로
건너 갑니다.” 하고 한 발짝씩 떼며 두 사람은 강을 건너 간다.
10) 그러자 조그만 섬에 있는 A 가 두사람에게 “나도 도와 주세요!” 하고 소리친다.
11) C 는 시계를 보며 자기가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을 깨닫고, B 에게 자기가
가르쳐 준 것처럼 A 를 도와서 강을 건너 오라고 부탁하고는그 자리를 떠난다.
12) C 는 떠나고 B 는 C 가 가르쳐 준대로 징검다리를 거쳐 섬으로 건너가 A 에게 물속에
있는 징검다리를 보는 법을 설명하여 둘은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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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습을 위한 복사용

A. 소개 내용
1) 이름
2) 가족 사항
3) 사는 곳
4) 직업
5) 자신의 취미나 특기
6) 이 훈련에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훈련에 대한 기대감

B. 스윔 부서

스윔 (SWIM) 선교회
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
1)
2)
3)
4)

WWD (Water Well Drilling)
BSF (BioSand Filter)
Sanitation
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C. 스윔 CHE 손씻기 노래: 다음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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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복음 팔찌

복음팔찌/글없는 책
1) 노란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2) 검은색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기때문에 죄인과는
교제를 가질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로 우리는죽어야합니다.
3) 빨강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4) 흰색은 죄를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로 부터 깨끗해집니다.
5) 초록색은 예수님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자랍니다.
6) 노란색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우리가
죽을때 천국에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결신 기도는 한 문장씩 따라서 하도록 먼저 요청한 후에:
주 예수님, 나의 죄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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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티피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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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육하 원칙

육하원칙 (6 Planning Questions)
1. WHAT? (해야 할 일?)
(왜 필요한가?)

2. WHY?

3. How/What materials needed?
(어떻게/무슨 자원이 필요?)
4. WHO?

(누가 수행?)

5. WHERE?

(어디에서?)

6. WHEN/HOW LONG?
(언제/시간은 얼마나?)

G.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그림과 내용 (다음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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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말씀 묵상

1) 누가복음 10:30-37 (이웃)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 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질문 1.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의 배경을 말해 보세요. (30 절)
질문 3.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직분의 사람입니까?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 까요?
질문 4.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33-35 절)
질문 5. 사마리아인에게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질문 6.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비슷한 점을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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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태복음 16:13-18 (신앙 고백)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질문 1.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 절)
질문 3.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4.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의 대답을 무엇입니까?
질문 5.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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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태복음 14:13-21 (오병이어)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질문 1.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3-14 절)
질문 3. 오천 명의 큰 무리를 먹이시는데 예수님은 왜 한 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까?
질문 4.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질문 5. 이 문단에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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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복음 5:1-9 (38 년 된 병자)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 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 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질문 1.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만약 당신이 38 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 있으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5 절)
질문 3. 예수님은 왜 “ 네가 낫고자 하느냐 ?” 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6 절)
질문 4. 이 문단에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셨습니까? (8-9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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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태복음 9:35-38 (추수)
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질문 1.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시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5 절)
질문 3. 예수님은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민망히 (compassion) 여기셨습니까? (36 절)
질문 4. 37-38 절에서 추수할 것, 추수할 일군, 추수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본문에서 ‘추수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질문 6.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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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명기 30:15-18 상 (참고 출애굽기 20:3-6 십계명)
1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

출애굽기 20:3-6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문 1. 위의 신명기 말씀에 제목을 붙이세요
질문 2. 우리가 무엇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까?
(16 절)
질문 3. 우리가 무엇 ( 하나님께서 싫어 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화를 주십니까?
(17-18 절 상)
질문 4.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문 5.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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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A) 해외 훈련 시험
날자:
이름:
1) 공중보건위생을 교육하는데 강의형식을 쓰지 않고 참여형식을 쓰는 3 가지 장점이나
이유를 써 보십시오.

2)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지 나라)에서 고쳐져야 할 3 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3) 이번 학습을 통해서 배운 무슨 지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31

B)국내 훈련 시험
날자
이름
1) 공중 보건 위생 교육을 하는데 강의형식을 쓰지 않고 참여형식을 쓰는 3 가지
장점이나 이유를 써 보십시오.
2) 이 훈련을 마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써보십시오.
3) 이번 훈련에 참가하여 어려웠던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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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E 훈련 등록지와 수료증의 예

CHE (COMMUNITY HEALTH EDUCATION) 훈련 등록
시일:

장소:

1. 한글이름 (영어 이름)

---------------------------, ------------------------------------------------

2. EMAIL 주소

-----------------------------------------------------------------------------

3. 전화번호 2 개

----------------------------------,-------------------------------------------

4. 당신은 중생한 기독교 신자이십니까? (답은 하나만 O 표)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5.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6. 누구의 권유로 이 훈련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

7. 당신의 선교 활동 범위는? (해당 사항은 모두 O 표)
교회에 속하여, 교파를 초월하여, 개인으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훈련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스윔선교회나 훈련 장소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서명 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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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이름

----------------------------------------------

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
Certificate of Training
Is hereby granted to:

Christine Hwa Kim
For successful completion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Granted: Oct.-1-2011
________________________
CHE Director
________________________
CHE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
CHE Instructor
________________________
CHE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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