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회 여전도회 시작을 위한 지침서
비젼
ARP 여전도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Women’s Ministries)란 하나님의 뜻과 영
광을 위하여 ARP 교회 소속 여성도들을 격려하며 함께 협력하는 기관이다.

준비
지역 여전도회 모임에 관심이 있는 소그룹의 여성들과 시작한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라. 기도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어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서는 각 교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룹 안에서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확인해 나갈 때, 목회자
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언을 구하고 계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요청한다.
모든 여성도들은 아래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
영적 성장
교제
봉사
지역 교회와 교단의 후원
제 1 단계: 사역 또는 책임의 목록을 정한다.
다음의 질문들은 우리의 그룹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우리 교회에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 기도 모임 그리고 여성들만의 교제의 장이
있는가?
• 우리 교회의 모임들은 ARP agencies를 기도와 재정적으로 지지 후원하고 있는가?
(어스킨 신학교[Erskine College and Seminary], 국내 선교부[Outreach North
America], 세계선교부[World Witness], 교단 수양관[Bonclarken], 교단 메거진
[The ARP Magazine], 교단 교육부[Christian Education Ministries], 등등)
• 우리의 교회 혹은 지역사회에 학원 선교의 필요가 있는가?
• 여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구체적인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지역교회의 필요와 선교 정책을 기초로 각 교회에 맞는 조직을 세운다.
우리 교회를 파악하게 되면 여전도회를 시작하기위한 다른 여러 질문들이 생겨날 것이
다.
제 2 단계: 사역을 담당
•
•
•
•
•

제안하는 구성 위원:
회장 또는 팀 리더
부회장 또는 부 팀 리더
서기, 회계
영적 리더

•
•
•

선교와 구제 리더
가정 사역 리더
역사가

만약 그룹 구성원이 작다면 영성 사역 리더로 부터 시작하며, 그룹이 자라 그 조직이 충
분하여 질 때 다른 리더들을 더 세운다. 모임의 조직이 결정이 되면 각 분야의 직무 내용
설명서를 기록한다. 그리하면 업무와 책임이 명확해 지며, 어떤 직책에 회원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는다.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위해 기도한다.
여전도회가 있는 다른 교회의 여성들 또는 개 교회 모임의 시작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
는 교단 지도자의 조언을 구한다.
헌법과 내규를 작성하고. 도움을 위해 다른 교회 모임으로부터 사본을 요청한다.
모임의 성격이 정하여 지면 당회의 도움과 승인을 얻도록 한다.
여전도회 모임이 발전해 나아갈 때, 개 교회 또는 교단의 필요를 위해 언제든지 모임의
기능과 사역들을 첨부하거나 삭제 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관련 자료 : www.arpw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