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 Ways
사려 깊은 장로가 되기 위한 10 가지 방법

장로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의 믿음을 양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기쁨과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10가지 제안은 당신의 돌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
고 당신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며 성도들을 방문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일 것입니다.

1 당신의 돌봄 안에 있는 가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당신의 돌봄 안에 있는 가정들을 당신의 집이나 교회에 초대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서로 나눔을 가질 기회가 될 것입니
다. 어색함을 깰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 언제 그리고 왜 [교회 이름] 오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정착하시게 되었나요?
• 당신의 세례 혹은 신앙 고백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 각 개인과 가정들에 대해 친숙해 지십시오.
당신의 돌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출생, 사망, 그리고 다른 중요한 행사들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 하십시오. 이런 정
보들을 활용하여 적시에 인사와 격려의 쪽지를 보내 주십시오. 이런 기록들은 그들과 가족들을 위해 당신이 기도할 때에도 힘이 될 것입
니다. 당신의 돌봄 안에서 서로를 알아 간다는 것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되며, 도움의 필요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
도 높아질 것입니다.

3 경험이 많은 장로들과 팀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웍샵 (Workshop) 이나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 교육을 하겠지만, 경험 많은 장로와 멘토링 관계를 맺는 일은 새로운 장로
의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후원, 격려, 그리고 조언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4

우연한 만남을 최대한 활용 하십시오.

지역 쇼핑 센터, 스포츠 행사, 주일 예배 시작 전과 끝난 후, 어떤 교회 모임에서든지 의도적으로 당신의 돌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
요. 잠시 대화할 시간을 내어 만나세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보시고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은 잠깐씩이지만 관계
를 성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되는 관계는 당신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5

방문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계획된 방문은 우연한 만남의 기회만큼 당신의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계획에 의해 예정된 방문은 개인 혹은 가정을 교회와 연결하고
후원과 격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의 집, 당신의 집, 교회, 커피 샵, 식당 혹은 공원등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6

방문하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방문의 주요 목적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로의 방문’ 이 그들에게 불안 또는 공포
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편하고 사적으로 침해 받는 일로 받아 들여지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방문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방문의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방문을 위해서 준비 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듣는 귀와 해야할 말을 주시길 간구하며 평강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방문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들에 관한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껏 해 왔던 대화와 방문중에 덧붙여야 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방문의 목적을 위해 해야할 특별한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8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좋은 질문을 하십시오.

당신의 방문의 주요한 관심은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그들을 돌보는 당신의 관심과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질문들로 그들이 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 그리고 신실함을 확인
시키십시오.

9

사람들이 헌신한 시간을 존중 하십시오.

장로의 방문은 보통 1시간 안에 마치십시오. 대화의 중심을 방문자와 가족에게 두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너무 많이 나누지 마시고
대화에서 탈선 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필요하면, 다음 방문을 또 약속하십시오.

10

방문을 격려의 말씀과 기도로 마치십시오!

기도는 끝마침에 적절한 것이고 누구라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방문하는 동안 나눈 대화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도해 주세요. 짧은 시편이나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읽고 감사를 표한 후 떠나십시오.

The Faith Formation Ministries (신앙 양성 사역부) 는 이10가지 방법 외
에 당신과 함께 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 양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청취하기를 원
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그것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crcna.org/faithforcrcna.org/Faith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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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에서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