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위한 봉사 및 활동 지침
이 원리와 지침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의미 있는 봉사 기회와 알차고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다. 이 원리와 지침은 또한 스테이크 · 와드 · 청소년 평의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원리

활동은 성인 고문의 지원을 받아 정원회 및 반 지도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활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그들 자신과 가족이 삶의 어

려움에 맞설 때 성약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 정원회 및 반의 단합을 강화하고 그들이 또래, 지도자, 가족과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지원하고 소속감을 제공한다.

•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회를 제공한다.(누가복음 2:52 참조)

• 청녀와 청남이 자신의 성스러운 역할을 완수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 교회의 모든 안전 관련 정책과 기타 지침들을 따른다.(safety.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지침

다음 지침은 현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 가능한 지역에서는 봉사와 활동을 매주 진행한다. 정원회 및 반의 필요 사항과 사정에 따라 봉사와 활동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으

나, 적어도 매월 한 차례는 모임을 해야 한다.

• 최소 3개월간의 일정을 미리 계획한다. 이렇게 하면 정원회 및 반 회원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하고 도

전적인 활동을 위의 원리를 기초로 다양하고 균형 있게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이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봉사할 기회를 찾는다. 정원회 및 반 회원 개개인의 필요 사항과 관심사를 고려

하면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청남과 청녀의 합동 활동은 특히 유익하므로 가능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합동 모임을 한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은 합

동 모임을 더 자주 가져도 된다.

• 청소년에게 대회 및 야영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한국 나이로 15세 이상인 청소년은 2년마다 열리는 FSY 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청소년 대회와 개척자 행군은 FSY 대회가 열

리지 않는 해에 개최할 수 있다.

 ◦ 청녀 야영과 아론 신권 정원회 야영은 매년 진행한다.

 ◦ 추가적인 1박 야영이나 활동을 가질 수도 있다. 청남의 경우, 여건이 허락한다면 추가적인 1박 야영 및 활동을 3~6번 갖도록 

권장된다.

• ChurchofJesusChrist.org/youth/activities에서 정원회 및 반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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