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츠는 마법의 반지를 가진 솔로몬 왕처럼 동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렌츠가 동물과 친하게 된 것은 성공한 정형외과 의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아버지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동물들을 만나고 사귄 곳은 아
버지가 지은 알텐베르크의 별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알텐베르크
정원에는 오리와 두루미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우글거렸고, 앵무새와 카나리아, 피리새가 있는 큰 새장은 어린
시절 로렌츠의 놀이터였습니다.
빈 대학교의 의학부에 입학하게 된 로렌츠는 의학공부를 하면서도 동물관찰에 몰두해 자신이 본 것을 모조리
동물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로렌츠는 이 새들을 관찰하여 뒷날 비교행동학 이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7년 회색기러기를 기른 지 3년 째 되던 해 알에서 부화한 새끼 기러기를 어미에게 줄 셈으로 이동시키려 했
습니다. 이 순간, 새끼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고는 그를 살피더니 어미에게 넘겨주려는 순간 소리를 질러대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수염 난 과학자를 제 어미라고 ‘각인’해버린 것
입니다.
야생기러기들은 상대가 어미가 아니더라도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본 상대를 따라가는 ‘각인효과’를 발견한 것
입니다. 이 각인은 형성되고 나면 그 대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로렌츠는 새끼 회색기러기
의 엄마가 됐다는 운명을 받아들여 마르티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잠시도 새끼 기러기의 곁을 떠나지 않았
습니다. 밤이면 마르티나는 그의 침대에서 잠을 잤고 로렌츠는 자식 같은 마르티나를 관찰하면서 그 동안 거
위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관찰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학자로서의 삶 전체를 요동치게 하는 만남이었
고, 그 결과 비교행동학의 고전이 탄생하게 된것입니다.
영아기는 각인(imprinting)하는 시기입니다. 동물들의 각인현상과 인간 아기의 애착 행동 간의 동일한 기제가
존재합니다. 즉, 영아기에 형성되는 돌보는 자와의 애착은 신뢰감 형성과 관계되며 또한 후에 사람들과의 사회
적 관계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각인하듯이 영아는 자신의 부모나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며, 보며, 각인해 나가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영아기
에 부모나 교사는 영아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학교 영아부 교육의 몫입니다. 부모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가정은 그들의 자녀가 처음으로 신앙적, 영적인 진리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일차적 교육기관
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부모나 영아부 교사는 영아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요, 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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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글
유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가이드 그레이스링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책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 어린이, 친구, 치료자, 구주
이번 기를 위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1. 깨어라, 소녀야! _04
2. 예수님의 치료 _08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을 참고서적으로 읽으

시길 제안합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예배 시간에 각 장에서 선택된 글들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유치 어린이들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소개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과 함께 앉아서 매

3. 지붕에 난 구멍 _12
4. 이제는 보여요 _16
5. 젊은이여 일어나라! _20

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단순하게 만들어진 많은 성경이야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이 많은 성경책을 사용하시거나 단순한 문장으로 된 성경책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성경이 어떤 것이든지 어린이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성경은 귀
중하고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실례와 함께 가르쳐주십시오. 경외심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실재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셨고, 많은 병자들
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욱 연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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