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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8 년도 벧엘교회 사랑방 사역  

1. 비전: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복음공동체 

2. 목적:  

(1) 말씀(The word of God):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2) 기도(Prayer): 기도하는 삶 

(3) 섬김(Serving): 시간과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삶 

3. 방향:  2018 년도 주요 방향 

(1)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 섬기는 사랑방 사역자 

(2)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사랑방 사역자들의 제자화 

(3) 사랑방을 통해 사회봉사나 선교사 후원등 세상과 이웃을 향한 나눔과 실천 

 

II. 교구/사랑방 조직 

 

 

III. 교구장, 사랑방 장, 부사랑방 장, 권찰(권찰)의 역할과 책임 

모든 사랑방 사역자 (교구장, 사랑방장, 부사랑방장, 권찰) 들은 연례와 월별 사랑방 사역자 훈련 모임(매월 

첫째주일 2-3 시)에 참석하여, 사랑방 모임 인도에 필요한 훈련을 받으며 지역 목사님과 교구장과 함께 

사랑방 사역에 관해 논의하며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되도록 협력한다. 

1. 교구장 

교구장은 지역담당 목사를 도와 사랑방을 편성하고, 사랑방장을 추천하며, 사랑방의 원활 하고도 활성화된 

운영을 위하여 중재하고 지원한다. 또한 교구장은 교구 내 사랑방장들이 각자의 의무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1) 교구 내 주요 경조사에 사랑방장 및 지역담당 목사와 협조하여 일을 진행한다. 

(2) 지역담당 목사와 교구 업무를 상의하고 필요시 함께 심방한다. 특히 교구에 배정된 새교우를 

알맞는 사랑방에 배정하며, 사랑방에 아직 속하지 않은 교구원들을 지역담당 목사와 함께 돌보고, 

사랑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다. 

(3) 교구 전체 행사 (야유회, 식사당번, 토요 새벽예배, 교구전체예배 등) 를 조율하고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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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구안에 있는 사랑방의 사랑방 모임을 돌아가며 참석하며, 일년에 한,두번 교구전체 모임을 

주관한다.  

(5) 교구안에 있는 사랑방모임의 참석인원과 현황을 파악하며 양육의 도움이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지역목사와 상의한다. 

2. 사랑방장  

    사랑방장은 사랑방 멤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사랑방 

멤버들의 영적 돌봄과 양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1) 사랑방 멤버들의 경조사(결혼, 장례, 병원입원, 개업 등)를 교구장에게 보고하며 care 한다. 

(2) 교회와 사랑방 멤버들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하고 그룹의 모임 일정과 계획을 미리 세운다. 

(3)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며,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좋은 질문으로 그룹의 참여도를 높인다. 

(4) 다음 사랑방장나 분가될 사랑방의 사랑방장로 섬길만한 성숙된 사랑방원을 교구장에게 알리고 잘 

훈련될 있도록 돕는다. 

(5) 사랑방으로 새로운 멤버를 초청한다(Contact/Networking/Invitation) 

(6) 사랑방 모임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 교구장에게 보고한다. 구역부에서 요청하는 사랑방 모임 

통계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한다. 

 

3. 부사랑방장  

    부사랑방장은 사랑방 예비 사랑방장로서 사랑방장을 도와 모임 준비와 멤버 연락망과 심방을 돕는다. 

(1) 사랑방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필요시 모임의 준비를 함께 돕는다. 

(2) 사랑방에 적극 참여하고, 교제와 양육, 전도의 본이 된다. 

(3) 사랑방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권면하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연결해 준다.  

(4) 사랑방장과 협력하여 심방을 돕는다. 

4. 권찰 

    사랑방장과 모임을 돕는 남/녀로서 사랑방 형편에 따라 세울 수 있다.  모임시에 모임장소 준비, 연락, 

교재 copy, Baby sitting 등으로 사랑방모임을 윤활하게 하며, 사랑방원들의 care 를 위해 기도와 

심방으로 돕는역할을 한다.  

 

IV. 사랑방 운영 지침     

1. 사랑방 모임 준비 

(1) 전화 심방 : 사랑방 참석 권유, 가정 형편, 개인적인 힘든 기도제목 등을 알아 봄, 예습 점검 

(2) 중보기도 :  개인기도시간 때 사랑방 식구들의 가족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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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랑방 사역자 훈련 모임: 매월 첫째주일 2-3 시에 있는 훈련 모임에 참석하여 사랑방 모임 

인도에 필요한 훈련과 교재 강의를 배우며 교재물을 받음. 

 

(4) 교재** 준비 : 

a. 목회진에서 배부된 강의안을 통해 배운 내용을 돌보는 사랑방에 알맞게 정리 

b. 중요한 핵심에 Highlighter 사용, 금요일 오후 다시 요점들을 마음에 정리 

c. 찬송 : 그 날 본문과 관계된 찬송을 2 곡 정도 준비 

d. 기도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사랑방이 되도록 주님께 의탁함 

 사랑방 멤버들은 사랑방장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돌아보는지 알기 전까지는 사랑방장가 얼마나 

아는지 상관하지않는다.  [They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모임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그 과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 사랑방 교재는 교회 website 에서도 다음과 같이 download 받을수 있음.  

1) 교회 website 에서 ‘사역’ tab 을 click 하여 맨위에 나열되있는 ‘교구/사랑방 사역’을 click 하면 

오른편에 click 하여 download 할수있는 교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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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인도교재는 다음과 같이 download 받을수 있음.  

1) 위의 website 페이지에서 오른편 맨밑에 나열되있는 ‘사랑방장용’을 click 한다.  

2)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밑의 페이지가 뜨면 ‘love’를 입력하고 ‘GO’ 를 click 한다. 

(Password=love) 

             

3) 다음과 같이 교재 나 유인물 이 list 되면 필요한 교재를 찿아 (scroll up and down) 교재 

다운받기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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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방 모임 인도 (가능한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이내로 한다) 

(1) 환영: 새로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 소개 

(2) 시작기도: 사랑방사랑방장 또는 기도 담당자 

(3) 찬양: 사랑방교재에 있는 찬양외에도 사랑방장이 찬양을 준비하여 인도할 수 있다. 

(4) 말씀과 나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눔 

(5) 기도제목  나눔: 사랑방 멤버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방 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짐. 

(6) 마침기도: 인도자 또는 기도 담당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도 있다.  

(7) 광고: 다음모임에 대한 광고 및 안내 

                                                  

 3. 사랑방장 규칙        

(1)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마친다.(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하다) 

(2) 아무도 안 오면 낙심하지 말고 혼자라도 사랑방 모임을 한다. 

(3)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시에 즉시 전화하고 필요시 교구장 혹은 지역담당 목사와 심방한다. 

(4) 사랑방 교재는 교회에서 정해준 것을 사용한다. 다른 교재나 세미나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낸다. 

(5) 빈의자를 놓고 항상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6) 사랑방이 안전지대(Safe Zone)가 되게 한다. (편안하고 용납받는 분위기, 유머, 여유, 사랑) 

(7)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역목사에게 즉시 연락하거나 전문가를 만나도록  

권면한다. 

(8) 성령충만에 힘쓴다. 사랑방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9)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교구방, 사랑방 사역자 세미나) 

(10) 사랑방 멤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회의 중요한 훈련사역이나 행사, 목회방향을 사랑방  

           멤버들에게 잘 전달하고 참여한다. 

 

4. 사랑방 분가, 통합 

 

(1) 사랑방 분가는 기존 사랑방이 성장하여 분가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2) 사랑방 분가 시 멤버 구성은 사랑방장, 부사랑방장, 권찰, 정규출석(1-3 가정, 혹은 3-4 명), 

비정규출석 (1-2 가정, 2-4 명)이 적당한 비율로 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사랑방이 운영되지 못할 경우, 교구장과 지역담당 목사와 의논하여 

통합 또는 발전적 해체를 진행할 수 있다. 

(4) 사랑방의 분가는 반드시 사랑방장이 지역담당 목사와 교구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5) 분가 기준 : 1) 사랑방장 2) 부사랑방장 3) 권찰이 준비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