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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모임을 진행해 보세요. 

 

1. 시작하기 :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 이뤄지는 결정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

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치’ 한 가운데서 살면서, 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

니다. 여러분의 정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않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까요? 

오래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봅시다. 

 

2. 상상하기 :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고, 우리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되었다고 상상해봅

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땅을 위해 어떤 공약을 세우셨을까요? 한 두 가지 말해봅시다. 

 

3. 알아보기 :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번 선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홍보물도 펼쳐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옆에 QR코드 스캔

도 가능)에도 가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봅시다. 

 

4. 실천하기 : 사랑과 정의를 행하자! 

자, 이제 우리가 뽑을만한 후보는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만약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아래와 같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만들어 실천해보세요. 



 

 

   PRAY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 

   예배/성경공부/조모임 할 때 선거를 위해 기도해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특히 지역정치는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고통을 살피지 못했고,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

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라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해주세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으며 한 표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

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어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게 해주

세요. 교회가 불법선거에 이용당하지 않고, 공명선거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TE 
 1표의 소중함! 나의 1표가 당선자를 바꾼다. 

 

2008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단 1표 차로 당선이 

결정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 일은 투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나의 

한 표가 당선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