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0 성경읽기 활용법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가정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
든 가정이 두세 권 혹은 그 이상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
에 과연 몇 명이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을까요? 1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을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삶이 바빠짐으로 인해 주
일 외에 성경을 펴볼 시간을 갖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이 팔
리기만 하고 읽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야심차게 성경읽기를 시작했다가 2월에 들어서며 바쁘고 정신없는 삶에,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 본문에 발목을 잡히고, 결국 그 해 성경읽기
를 아예 포기해 버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좌절과 실패, 발목 잡힐 일이 없이 전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입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독일, 영국, 호주, 나이지
리아 등 전 세계 20개국 7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은 신구약 전체 성경 본문에서 구약 50개, 신약 50개
의 짧은 본문을 엄선하여 만든 성경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본문이
한두 장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에 10-15분 정도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은 성경을 더 판매하거나 특정한 번역본을 홍보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100 성경읽기는 단지 여러분의 교회, 그룹, 가정에
영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 읽기를 돕는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합
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회, 그룹, 가정의
성도들 대부분이 E100 성경읽기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지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E100 성경읽기는 이미 입증된 탁월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
렇다고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전문적인 스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따로 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여 교회 별로, 그룹 별로, 개인 별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E100 홈페이지(www.e100.co.kr)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개인별로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계획을 세우십시오.
E100 성경읽기에는 따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소
그룹,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
작되는 1월에 시작해도 되고,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읽기가 시들해 지는 2월
에 시작해도 되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기간도 교회(소그룹, 개인)의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의 본문으로 되어 있기에, 100일 동안, 혹은 한 주에 다섯 개의 본문씩 20주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시작할 날짜와 기간을 정했다면 다음은 성경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
경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글개역성경은 가장 널리 쓰이고 공신력
있고 구하기도 쉽지만 단어와 문체가 어려워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
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까닭에 (표준)새번역, 우리말성경, 쉬운성경, 현대인
의성경 중 하나를 사용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2. E100 성경읽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주문하십시오.
개인, 그룹,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100 성경읽기표”에는 E100 성경읽기 본문 100개와 E100을 한 날짜마다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 그리고 개인 성경읽기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E100 성경읽기 소그룹 가이드」에는 한 주간 개인별로 성경을 읽은 다섯
개의 본문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20개의 성경공부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2월 출간 예정인 「E100 성경읽기 가이드북」에는 E100 성경읽기
각 본문에 대한 묵상 해설이 나와 있어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고 적
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여러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용한 자료
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012년 3월말에 있을 “E100 성경읽기와 함께하는 SU 묵상목회 세미나”에
오시면 E100 성경읽기 100개의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는 “E100 성경읽기 설
교 아웃라인”과 여러 자료들이 담긴 CD를 드립니다.
3. 성도들에게 E100 성경읽기에 참여할 것을 미리 광고하고 독려하십시오.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도들에게 E100 성경읽기에 대해 미리 광
고하십시오. E100 성경읽기 홈페이지에서 “E100 성경읽기 프로그램 소개
PPT”를 다운 받으시면 성도들에게 E100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4. E100 성경읽기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십시오.
“E100 성경읽기 도전 주일”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한
후에 E100 성경읽기를 시작하면 성도들을 동기부여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E100 성경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룹을 정해주는 것도 큰 도움
이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룹별로 만나 「E100 성경읽기 소그룹 가이
드」로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E100 성경읽기와 함께하는 SU 묵상목회 세미나”에서 받으실 수 있는
“E100 성경읽기 설교 아웃라인”으로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경읽기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100 성경읽기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등록하도록 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명단
을 올려 드리고 추첨하여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E100 성경읽기 홈페이지 혹은 E100 성경읽기 페이스북에 매주 지속적으로 올
라오는 격려의 글을 복사하여 E100 성경읽기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문자 혹
은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작은 격려가 E100 성경읽기를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5. E100 성경읽기를 마친 후에 반드시 함께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십시오.
E100 성경읽기를 마친 사람들과 함께 간단한 축하 순서를 가지십시오. 몇 사
람을 정하여 간증하는 시간을 갖거나 “E100 성경읽기표” 펀치를 다 뚫은
사람들에게 작은 시상을 해도 좋습니다.
6. 성경읽기를 지속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십시오.
E100 성경읽기의 중요한 한 가지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말씀
을 묵상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E100 성경읽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경
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성경읽기 자료들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매일성경」은 모든 연령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체
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973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령(유
아, 유치,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청년, 장년)과 역본(개역한굴, 개역개정, 새
번역, 쉬운성경, NIV, 和合本)에 따라 총 12종의 묵상지를 격월간 발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