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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한인교회 교사의 신앙과 역할 

 

1. 교사의 신앙선언문 

오타와 한인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아래에 명기된 신조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 위에 확고히 

선다. 

1) 우리는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창조, 계시, 구속과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3) 우리는 성경의 신적 영감과 완전 진실성을 믿으며,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법칙 

임을 믿는다. 

4)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무죄 하신 지상 생애, 기적,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하사 성부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주의 날에 

인격적이며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타락(아담과하와의)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과 허물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형벌과 지배 및 타락으로부터 구속됨을 믿는다. 

7)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됨을 믿는다. 

8)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인치심, 성화, 믿는 자를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우주적 교회) 

안으로 세례시키시는 충만과 능력, 영적 은사들로 무장시키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9)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10)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됨이 크리스천 생활의 근본적인 지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임을 

믿는다. 즉 우리는 모든 종교적 사교와 모든 세속적이며 죄악적인 쾌락, 사탄의 지배 아래 

속한 모든 행위와 관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2. 거룩한 삶 

1)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힘써야 한다. 

2) 영성 훈련을 위해 말씀 묵상, 기도, 복음 전파, 십일조와 헌금, 예수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빌립보서 2:1–5, 요일 1:3–7, 시편 1:1–6, 마태복음 28:18–20, 레위기 

27:30, 잠언 3:9, 골로새서 4:2)  

3)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동거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7:2–3, 8–9) 

4)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다. (로마서 1:24–27) 

5)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다. (로마서 13, 에베소서 5:18) 

 

3. 교사의 자질 

1) 우리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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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여야 하며, 성실한 예배자이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3) 위에 신앙선언문에 동의해야 한다. 

4) 오타와한인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을 위한 진실된 사랑을 가져야 한다. 

 

4. 교사의 역할 

아래에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1) 근본적인 역할:  교사의 근본적인 역할은 성경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한다. 

2) 성경공부반 안에서의 역할:   

① 각 학생들을 환영하여 맞아 주어야 한다.  

②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말씀의 능력으로 반을 이끌어가야 한다.  

③ 학생들을 잘 알아가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고민과 필요와 

기쁨 등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성경공부 지도 

A. 성경 공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한다. 

B. 학생들이 솔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C. 성경적인 사실과 올바른 이해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하도록 도와야 한다. 

D. 교회 밖에서도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5. 훈련 

아래에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1) 우리는 독재자가 아닌 권위있는 교사로서 섬겨야 한다. 성경공부반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 

2) 신속해야 한다. 성경공부반에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또는 성경공부 후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3)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항상 모든 학생을 차별/구별 없이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 

4) 어떤 상황에서도 윽박을 지르면 안된다. 폭력적인 대응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소해 보이더라도 항상 담당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6. 문제 해결 방안 

1) 스케줄을 미리 알고, 섬기는 예배에 미리 도착해야 한다. 

2) 학생들을 더 잘 알기를 힘써야 한다. 

3) 학생들이 주목하며 배울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4) 교사들이 성경부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안 목록:   

① 눈을 마주치거나 표정 등으로 학생들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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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경공부반의 규칙을 만든다. 

③ 학생이 방해 받았을 때 다시 성경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일이 일어나지, 에스더?” 

④ 학생들이 주목한 후에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⑤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⑥ 긍정적인 단어나 언어를 사용한다. 

 

7. 문제에 대한 대응 

학생들이 성경공부 반에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1) 같이 앉아있는 학생들을 떨어뜨려 놓는다. 

2) 학생들의 자리를 따로 지정해 준다.  

3) 경고한다.  

4) 담당 교역자와 대화하고 의논한다.  

5) 학생의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8. 해서는 안되는 대응 

1) 학생을 성경공부반 밖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2) 때리거나 윽박지르거나 신체적 접촉을 통해 흔들면 안된다.  

3)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4) 협박해서는 안된다. 

5) 욕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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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Faith and Ministry 

(OKCC Sunday School Teachers) 

 

1. We Believe:  

The Ottawa Korean Community Church is an independent body, formed by interdenominational 

congregations, and stands firmly in the biblical Christian faith as stated in the following Statement of 

Faith: 

 

2. We believe in: 

1) The unity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in the Godhead. 

2) The sovereignty of God in creation, revelation, redemption and final judgment. 

3) The divine inspiration and entire trust–worthiness of Holy Scripture, as originally given and its 

supreme authority in all matters of faith and conduct 

4) The deity of our Lord Jesus Christ, His virgin birth, His sinless human life, His miracles,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His bodily resurrection, His ascension to the right hand of our 

Heavenly Father, and His personal and bodily return on the Day of the Lord 

5) The universal sinfulness and guilt of all men since the fall, rendering them subject to God’s 

wrath and condemnation. 

6) Redemption from the guilt, dominion and pollution of sin, solely through the redemptive 

death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incarnate Son of God. 

7) The justification of the sinners by the grace of God through faith alone. 

8)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o regenerates, seals, sanctifies, fills and empowers the 

believers to baptize them into the one Body of Christ, equip them with spiritual gifts, and 

enable them to manifest the fruits of the Spirit. 

9) The one holy Universal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and to which all believers belong. 

10) The Lord’s commandment tells the believers to be distinctive from the worldly being. This is 

the fundamental commandment that reaches out to all Christian activities, namely;  being 

distinctive from all religious apostasy, worldly and sinful pleasures, and the practices and 

organizations under the control of Satan. 

 

3. Holy Living—We believe: 

1) In practicing spiritual disciplines such as reading the Word, prayer, accountability, sharing the 

Gospel, tithing and offering, and fellowshipping with believers in Christ. (Philippians 2:1–5, 1 

John 1:3–7, Psalms 1:1–6, Matthew 28:18–20, Leviticus 27:30, Proverbs 3:9, Colossians 4:2) 

2) In abstaining from sexual practices outside of marriage and living with our partners outside of 

marriage. (1 Corinthians 7:2–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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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at homosexual practices are a violation of God’s Word and should not be practiced and 

espoused. (Romans 1:24–27) 

4) Getting drunk and the use of illegal drugs is a violation of God’s Word and should not be 

practiced and espoused. (Romans 13, Ephesians 5:18) 

 

4. Teacher’s Requirements 

To help us achieve our commitment to provide a safe environment that encourages our students in 

their spiritual maturity, the following requirements have been established for each member of our 

staff: 

1) Is a believer in Jesus Christ who is committed to faithfulness in worship and in the study of 

God’s word and in prayer. 

2) Agrees with the Statement of Faith. 

3) Has regularly worshiped at Ottawa Korean Community Church. 

4) Has a genuine love for students. 

 

5. Teachers Role 

The following guidelines summarize the basic tasks involved in nurturing the spiritual growth of 

students. 

1) Basic Function:  Prayerfully build relationships with students in order to guide them and 

involve them in Bible learning. 

2) Class Responsibilities: 

① Greet each student upon arrival and engage him/her in conversation.  

② Model the love of Christ and the power of God’s Word in ways that are age–appropriate 

to the level of the class.  

③ Show love & concern for students by getting to know them, accepting them as they are, 

actively listening to them and sharing their concerns, needs, and joys. 

④  Guide Bible learning by: 

A. Being well prepared. 

B. Encouraging children to be honest. 

C. Helping students explore biblical truths to achieve understanding and hopefully lead 

to changes in attitude & behavior. 

D. Out of class responsibilities: Pray regularly for each student 

 

6. Discipline 

1) Be authoritative not authoritarian:  This means be firm with your rules without become over 

bearing. 

2) Be prompt:  Address issues either at the moment or right aft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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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 consistent:  Our actions should be the same towards everyone and at all times. (Unless we 

realize a previous pattern was incorrect) 

4) Never yell:  Violent confrontation never ends well. Whenever there are issues promptly bring 

it up with the Pastor not matter how small.  

5) Precluding Problems: 

① Be prepared. Know your schedule. Arrive before your ministry service.  

② Get to know the students better.  

③ Teach with their attention.  

 

7.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teachers to use during class time: 

1) Redirect behaviors with nonverbal techniques (eye contact, facial expression, etc.). 

2) State rules on a regular basis. 

3) Use a student’s name to refocus their attention.  “Do you know what happened next, Esther?” 

4) Begin teaching only after you have their attention. 

5) Praise positive behaviors and keep encouraging them. 

6) Use positive statements instead of negative ones. 

 

8. Responses for Misbehavior  

1) If they don’t cooperate, You may:   

① Separate students.  

② Do assigned seating.  

③ Give warnings. 

④ Speak to the students’ Pastor. 

⑤ Speak with the parent.  

2) NEVER: 

① Place a child in the hall.  

② Spank, yell, shake a student. 

③ Say anything or do anything to embarrass or degrade a student rather than encourage 

proper behavior. 

④ Threaten them. 

⑤ Use profanity or God’s name in v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