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발표된 계획 및 조정 사항의 진전
회원 및 지도자의 책임



“이 교회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시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온전한
안식일준수

청소년용 『와서
나를따르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변화

멜기세덱신권및
상호부조회용

『와서나를따르라』

2013년
1월

2015년
4월

2018년
1월

2018년
4월

2016년
5월

구주께서보여
주신방법으로

가르침

2012년
10월

선교사
봉사연령

2019년
1월

어린이와
청소년

통합교과과정

일요일모임일정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책임확대

2020년
1월

성역

2018년
4월

2018년
10월

2019년
1월

청소년
연령그룹진급

연결된 패턴

2019년
10월

아론신권/
청녀조직



모든 회원

• 더욱 온전히 안식일을 준수한다

•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한다

• 성역에 집중한다

• 자라나는 세대를 뒷받침한다



가족

•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한다

• 봉사와 성역을 수행할 방법을
찾는다

• 서로 돕고 지원한다

• 가정의 밤과 가족 활동을 즐긴다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욱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온라인으로 연결하기

• 공부 모임을 여는 청년 성인 및
독신 성인들

• 생각과 간증을 나누는 확대
가족들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영감이
담긴 메시지를 나누는 회원들



초등회 지도자

• 어린이가 만 8세에 침례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부모를
돕는다

• 『와서 나를 따르라』와
관련하여 초등회 교사들을
가르친다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돕는다

• 어린이가 성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부모를
돕는다



어린이들과 사랑
나누기
•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온라인 활동을 열고, 차로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고 손을
흔들어 준다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들에 집중하도록 독려한다



스테이크 지도자
• 감독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강화한다

• 와드 지도자들이 다음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 『와서 나를 따르라』
• 어린이와 청소년
• 성역

• 성역 접견하는 법을 가르친다



스테이크 이끌기: 
위로와 인도를
제공함

• 기술을 활용하여 접견과
모임을 실시한다

• 영감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
특정 그룹에 메시지를 보낸다



성역가족역사

감독이 집중할 사항

청소년

보통판사가됨 재정및
현세적인일

선교사 성전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의

양질의가르침

금식헌금



감독과 감독단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정원회 및 반 회장단을
부르고, 성별하고, 기초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 매월 와드 청소년 평의회를
연다

• 청소년과 만난다

•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위임한다



만나지 않고 와드와
청소년 보살피기

• 모임과 활동, 영적 모임 등에
기술을 활용한다

• 복음 생활 앱의 서클 기능을
활용한다

•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지한다



와드 평의회 일원

•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이름과 그들 가정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집중한다

• 와드 지도자들이 다음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 『와서 나를 따르라』
• 어린이와 청소년
• 성역



기술을 활용하여
권고하기
• 기술을 활용하여 모임을 하고
참석한다

• 기술을 활용하여 성역과 성역
접견을 한다

• 기술을 활용하여 회원들과
만난다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 구원 사업의 모든 측면을
위한 책임을 받아들인다

• 성역 조를 조직하고 성역
접견을 실시한다

• 회원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를 활용하도록
가르친다

• 현세적 자립과 영적인 자립을
돕는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 
사회적 거리 두기 속
영적 고양

• 모임과 활동에 기술을
활용한다

• 복음 생활 앱의 서클 기능을
활용하여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 성역을 행한다



성역 접견

•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훈련
모임을 연다

• 회원들의 필요사항 및 강점을
논의한다

• 접견을 통해 회원들에게
성역의 방법을 가르친다





성역: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기의
영적 돌봄

• 화상 회의를 통해 접견한다

• 문자, 전화 통화, 이메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성역을
행한다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격려하고 교화한다



아론 신권 및 청녀
지도자

• 청소년 개개인과 돌보고
뒷받침하는 관계를 다진다

• 각 회장단이 이끌도록 준비시킨다

• 청소년들이 다음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 『와서 나를 따르라』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
• 성역



가정에 머물며 연결
상태 유지하기
• 모임과 활동, 영적 모임 등에
기술을 활용한다

• 복음 생활 앱의 서클 기능을
활용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
목표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 즉석 합창, 성구 나누기, 온라인
그룹 게임 등을 마련한다



와드 청소년
평의회
•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집중한다

• 반과 정원회 일원들에 관해
논의할 때, 개개인의 이름과
그들 가정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다

• 회장단 모임에서는 이미
계획된 활동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 반이나 정원회 일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간다

• 서로 성역을 행하고 봉사한다



정원회 및
반 회장단
• 정기적으로 만나서 봉사 및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 반원들에게 성역을 행한다

•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지도력 기술을 개발한다



가정에 머물며 연결
상태 유지하기
• 모임과 활동, 영적 모임 등에
기술을 활용한다

• 복음 생활 앱의 서클 기능을
활용한다

• 즉석 합창, 성구 나누기, 
온라인 그룹 게임 등을
마련한다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통해 우리 삶도
개보수되고 새롭게 단장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휘장
양편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삶을 헌납하고 또
재헌납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