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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지방부 회장, 성전 회장, 감독 

및 지부 회장,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일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강화함

2018년 6월 3일에 열린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스라엘의 집

합이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 가장 위대한 대업,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우리는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일을 강화하고 감

독단이 계속해서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돕기 위해 다음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와드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의 일상적인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그리고 아론 신권 정원회와 청녀 반에서 행

해집니다.

동봉된 표에는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이 사업을 감독하는 방법과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훈련 

및 협의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엠 러셀 밸라드 

회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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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다음의 방식을 따라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감독한다.

•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은 각각 보좌 한 명을 선교 사업에, 다른 

한 명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지명한다. 이 보좌들은 자신의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의 모든 회원이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

여하도록 돕는다.

• 스테이크 회장이 지닌 신권 열쇠 아래, (감독이 아니라) 스테이크 회장단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장로 정원회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게 그들이 이 사업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와드 선교 지도자와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부름받은 경우)를 훈련한다.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의 일원이 와드 차원의 훈련을 보조한다. 고등평의원은 자신이 지명받은 

와드의 훈련을 보조한다.

• 감독은 이 사업이 와드 평의회와 와드 청소년 평의회 모임에서 협의되게 한다.

다음 표에는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훈련 및 협의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가 나와 있다.

스테이크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은 보통 매달 협의 

모임을 갖는다. 스테이크 회장단 및 선교부 회장단의 

보좌들과 지명받은 고등평의원, 그리고 지역(zone) 

지도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장로 정원회 회장은 정기적으로 

협의 모임을 갖는다.

스테이크 회장단 및 장로 정원회 회장단의 보좌들과 

지명받은 고등평의원도 참석할 수 있다.

훈련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 아래,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도움을 받아 그룹으로나 일대일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훈련은 필요한 만큼 자주 

시행한다. 지명받은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과 와드 선교 지도자들(부름받은 

경우)은 초대받은 경우 훈련에 참석한다.

훈련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 아래,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도움을 받아 그룹으로나 일대일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훈련은 필요한 

만큼 자주 시행한다. 지명받은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과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들(부름받은 경우)은 초대받은 경우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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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2쪽

와드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감독의 인도에 따라,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선교 

사업에 관해 토론한다.

감독의 인도에 따라,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토론한다.

매주 격식 없이 간단히 선교 협의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은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일요일 모임 전후에 

할 수 있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나 와드 

선교 지도자(부름받은 경우)가 이 토론을 이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원, 와드 선교사, 제사 정원회 

보조 한 사람, 가장 연령이 높은 청녀 반의 회장단 

일원, 그리고 전임 선교사들이* 참석한다. 이 토론의 

목적은 직접 방문을 비롯하여 와드 회원들이 와드의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격식 없이 간단히 성전 및 가족 역사 

협의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은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만나 할 수 있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나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부름받은 

경우)가 이 토론을 이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원, 

제사 정원회 보조 한 사람, 가장 연령이 높은 청녀 

반의 회장단 일원, 그리고 청소년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를 포함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들이 

참석한다. 이 토론의 목적은 와드 회원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한 쌍의 전임 선교사가 한 개 이상의 스테이크에 배정된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와드 차원보다는 스테이크 차

원에서 협의해야 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