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세미나



시작기도

“내가아버지께 구하면다른협조자를 보내 주
셔서너희와영원히함께계시도록하실것이
다. 그분은곧진리의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
을 보지도못하고알지도못하기때문에그분
을받아들일수없지만너희는그분을알고 있
다. 그분이너희와함께사시며너희 안에계시
기때문이다.” (요한 14: 16‐17)



1. 성령안의삶
세미나란?

Life in the Spirit Seminars.

하느님을 제대로알고, 살아내기 위한 프로그램

누구에게 필요한가?

☞ 그리스도를통해하느님과 인격적관계를 맺
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더욱 돈독히해 나가도록
돕는 프로그램



2.성령세미나의
역사

2.1“성령봉헌봉사회”의창설자인 엘레나수녀(Sr. Elena Guerra)

: 교황레오 23세께 1895년부터 1903년까지 12통의 서한을 보냄

“교회가 기도하는이층방”이 되도록 성령신심을 고양시켜 주시길 청
원으로 시작

레오 23세교황님은 1901년 1월 1일지금의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성령송가를 부르며 20세기의첫날을시작

요한 23세 교황님 : 1959년 엘레나수녀님을 시복→ 성령강림에대한
관심 고조

요한 23세 교황님이전교회에 “오소서, 성령님. 제 2의 성령강림으로
당신의 교회를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요청

☞ 1962년 제2차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고시작함



2.2 1967년 2월 Pittsburg, PA의듀케인
대학에서의 체험

성서공부 그룹의대학생들이 피정을통
해 놀라운 성령 체험을하면서 카톨릭
성령운동이 처음시작됨

이들의체험 이야기는 가족, 친구들, 이
웃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미주교회
의에서로마로 보고됨.

교황바오로 6세에의해 정식으로 “가톨
릭성령 은사적쇄신" 이란이름으로 명
명되었습니다.

2.성령세미나의
역사



2.3미국 MI, Ann Arbor   

“하느님말씀공동체” → ‘
성령안의삶세미나’란프
로그램으로세미나가시작  

곧주말에모여하던성령
기도회에서좀더충분한시
간을가지고성령의현존안
에서성령의은사적체험과
은사의현현이있도록성령
세미나란프로그램이만들
어짐  

2.성령세미나의
역사



3. 성령세미나의발전

1992년 피치버그에서열린 25주년행사

2007년 6월에는뉴저지에서가톨릭은사쇄
신 40주년전국대회에예언팀으로합류

2009년에는한국충북음성 꽃동네에서제
42회 세계성령대회가개최‐ 45개국 6만명
참가



4. 강의 구성

복음 선교의도구와영적
형성의체험에대한소개

성령의능력과현존안에서
사는 삶에대한소개



4.1 제1강의 : 하느님의사랑

하느님께서주시는생명,하느님아버지의조건없는 사
랑,그분의끊임없는초대

“하느님은사랑이시다”(요한1서 4)에바탕

“하느님은이세상을극진히사랑하시어당신의외아들
을보내시어그를믿는사람은멸망치않고영원히살게
하셨다.”(요한3,16)를주제말씀으로나눔



4.2 제2강의; 구원  

예수님은 목자, 치유자, 주님,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 산다는것 ☞ 그분께서 주신삶의
길에우리 자신을투신할 결심을하는것  

특별히하느님의 왕국에서 제자로서 산다는 의미와 우리가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선과 악의 선택, 죄와구원의 선택에대해 제시 



4.3 제3강의: 새 생명
새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초점. 

주제 말씀은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충만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물의 좋은 점에 대해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사셨는지가 설명.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선물과 열매와 은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소개.

4.4 제4강의: 성령의 선물을 받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요한 7,37) 
끊어버림, 회개, 돌아섬에 대하여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투신할 결심과 성령께 자신의 개방을 준비하는 시간
회두의 과정 :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명,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에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구.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회개와 믿음)과 성령 세례에 관한 것들을 다
룸. 참가자들은 그룹 책임자 혹은 후견인과 개인적인 면담.



4.5 제5강의 : 성령안수

"봉헌하라. 성령으로채우신다."

세례서약 갱신과성령의새로운표출(성령안에잠김)을위한기도

참석자들은성령의표출과선물과은사를체험.

이시간 전체는 기도를위해 안배되어있음



4.6 제6강의 : 성장 

"주님께 달려있으라. 주님이 나를주관하시도록!"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예수님의제자로서의 성소를끈기있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설명함으로 참석자들은자신들이 체험하기시작한 성령안의
새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심을하고, 그 결심에따라 변화를
시켜 나가도록 도전을 받게됩니다.  

가르침의 초점은 기도, 성경말씀, 공동체, 성사와 봉사, 교계제도 



4.7 제7강의 : 그리스도안에서의변화

성령충만함이이끄는삶, 거룩한삶, 복음적인성사적삶

제 7 가르침은마지막이며새출발의시간.

이시간은성령안의삶을통하여, 변화와사명에대한전망(vision)을제시.

성령께서는우리를변화시키시고, 우리자신들이세상을변화시킬수있도록역사하
신다.

우리가그리스도와의인격적인관계안에서성장하고그리스도의지체로서남아있
을때성령의열매를맺을수있다.

어떤어려움과시험이있더라도끈기있게노력하여이세상에또하나의그리스도로
우뚝서있어야한다는내용



5. 성령세미나를잘 받으려면...
1) 집회서 7, 29‐하느님은우리를단순하게만드셨다.
마르 10.‐누구든지하늘나라에들어가려면어린이와같이되지않으면안된다.
루가 1,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하신말씀이이루어지리라믿으신분!” 단순하게
어린이와같이믿고맡기십시요!
2) 세미나는흘러갑니다.
빠지지말고참석함으로흐름에따라충만한은혜로움을누리게될것
3) 우선순위를하느님께(지금이시간세미나에) 두십시요!
세미나동안만이라도... 그러면
A.살아계신하느님을만납니다.
B. 첫사랑을회복할것입니다.
C. 열심한신자들은하느님과친밀한관계로(일치의단계)나가게됨



4) 주님중심으로! 주님의 초대로이곳에왔습니다. 주님이주인이시고 주
님이이끌어가십니다. 신부님이나 봉사자는 협조자, 도구일뿐입니다. 

“나를부르시고나와 함께계신 분을바라 보십시요!”

5) 깨어있으라!!!

사탄의유혹과방해는늘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4강의가 끝
나면더욱심한 유혹에갖은 수단과방법을 동원합니다. 깨어있어 하느
님의섬세하신손길이자신을 이끄심을바라보시길바랍니다. 



6. 성령 안의 삶 세미나의 목적

1.하느님께서는 성부와성자와성령
과의개인적인 또공동의계약을우
리에게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를통하여 하느님과인격적인관계
를맺거나이미 맺은인격적인 관계
를새롭고깊게 할수있다.

2. 세례성사는우리를 죄에서해방시
키고물과성령으로 새생명을우리
에게가져다주었다. 하느님은믿는
이들의삶안에서 활동하신다. 우리
는우리의삶속에서 활동하시고현
존하시는성령께 순응하여살아가게

된다.

3.우리는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부
르심을받았으며 성령을통해주시는
선물과열매와 은사를사용하여봉사
하는삶으로 부르심을받았다.

4.새로운삶이란 제자로서의삶이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성장하는삶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믿음을
나누는공동체, 기도, 공부, 성사, 봉
사그리고성서읽기 등과같은성장
을위한효율적인 수단이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