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 모임 인도 

(모임시간은 1.5 - 2 시간 내로 한다) 

 
 

순서/내용 유의사항 소요시간 

 

 

 

 

1. 환영 및 교제 

*정시에 시작한다. 

*새로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 소개 

*Ice Breaking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친교를 위한 

질문) 

*한주간 있었던 감사할 내용, 체험한 은혜/말씀, 

속상했던 일 등을 돌아가며 나눈다. 

*문제가 있을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말하게 하고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필요시 함께 기도해도 좋다. 

20 분 

2. 시작 기도 *리더나 사랑방 멤버 중에서 한다. 2 분 

3. 찬양 
*찬양인도자가 없을 경우 리더가 찬송을 인도한다.  

 (준비 된 찬송) 

5 분 

 

 

 

 

4. 말씀과 나눔 

*교독 혹은 돌아가면서 성경본문을 읽는다. 

*관찰 질문, 나눔 질문, 적용질문 순서 대로 모든 멤버가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핵심적인 문제들을 선별해서 다룬다. 

*인도자는 교사가 아니라 안내자다. 지식적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말라. (보조 질문준비) 

*답변이 늦더라도 기다린다. 

*대답에 감사와 격려를 표시한다. 

*엉뚱한 대답도 무시하지 말고 답으로 유도한다. 

*대화가 사랑방 교재의 주제에서 벗어나지않도록 

한다.(개인관심사, 교리논쟁, 시사논쟁) 

 

 

 

  30-50 분 

 
 

4. 말씀과 나눔 

     (계속) 
*틀린 대답을 지적하는 일은 신중하게 한다. 

*감정표현에 인색하지 말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라. 

*마무리는 오늘 깨달은 것이나 은혜되었던 부분을 나누고 

각자 섬김을 위해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5. 기도제목      

나눔 

* 사랑방 멤버들의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위해 함께 

기도한다. 

*기도훈련을 위해 대화식 기도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기도제목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비밀보장) 

 

 

20 분 

6. 마침기도 

 

 

 

* 사랑방 리더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맺는다.  3 분 

7. 광고 
* 다음모임 장소 광고 

* 교회 에 관한 광고 

3 분 

 

8. 다과 혹은 

식사교제 

*사랑방 멤버 중 한명이 다과나 식사를 위해 

기도한다. 

*정시에 끝마치고 헤어진다. 

30 분 

 
 

사랑방 모임후: 

사랑방장 (혹은 부사랑방장, 권찰) 은 일주일 이내로 사랑방 모임 날짜와 

모임 인원 (어른/아이 따로) 보고를 구역부 이메일에 링크된 온라인 폼, 

또는 서면 (교회 구역부 메일함) 으로 보낸다. 

   

                                                                                                      
                   02-02-2018    



사랑방장 지침서:      

(1) 사랑방원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시에 즉시 전화하고 필요시 교구장 

혹은 지역담당 목사와 심방한다. 

(2) 사랑방 교재는 교회에서 제공하는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교구장과 지역담당목사와 상의하여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빈의자를 놓고 항상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4) 사랑방이 안전지대 (Safe Zone)가 되게 한다. (편안하고 용납받는 

분위기, 유우머, 여유, 사랑) 

(5)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역목사에게 즉시 

연락하거나 전문가를 만나도록  권면한다. 

(6) 성령충만에 힘쓴다. 사랑방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7)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사랑방 사역자 월별 교재 교육 훈련) 

(8) 사랑방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회의 중요한 훈련사역이나 

행사, 목회방향을 사랑방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참여한다. 

(9) 사랑방 출석현황은 교구장과 구역부(smallgroup@bethelchurch.org ) 에 

알리며, 기타 변경사항 (주소/전화번호/가족변경등은 교구장에게 

알린다. 

(10) 교회 1 년 계획에 따라 교구별 주말 부엌봉사, 토요 새벽 예배 주관과 

그외에 사랑방 위주의 사역에 사랑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