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부조회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의 나의 부름

상호부조회 부름에 관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 주님의 사업에서 그분을 위해 봉사한다.(모세서 1:39 참조)

■ 감독을 도와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을 준비하도록 한다.

■ 와드 자매들을 도와 그들이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도와주도록 한다.

어떻게 나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준비한다

■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금식하고, 성전에 참석하며, 의롭게 

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한다.

■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역사와 일에 대해서 공부한다.

평의회에 참석한다

■ 감독과 협의한다

□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을 알아본다.

□ 필요할 때마다 보좌, 서기, 교사 및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추천한다.

□ 자매들이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진시키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영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모임의 성격과 빈도수를 

조율한다.

□ 감독이 지시한 임무와 책임을 완수한다.

■ 평의회에 참여하여 어떤 어려움과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자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회장단 모임 및 위원회 모임

□ 와드 평의회

□ 감독으로부터 초청받은 신권 집행 위원회 및 기타 평의회

□ 스테이크 역원 모임

각각의 자매를 돌보고 봉사한다

■ 모든 자매들을 알고 사랑하며 강화시키고 돌본다.

■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고 돕는다.(누가복음 10:30~37 참조)

■ 모든 자매들이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

■ 자매들이 교리를 배우게 한다.

■ 영으로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50:13~22 참조)

■ 자매들이 복음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한다.

상호부조회를 관리한다

감독의 지시 하에, 자매들이 신앙을 키우고, 가족을 강화하며, 

개인과 가족에게 서로 위안과 도움을 나누도록 상호부조회의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 상호부조회의 일을 조직하고 그 일들을 보좌, 서기 및 다른 

지도자와 교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모든 자매들에게 서로를 

돌볼 기회를 준다.

■ 다음 사항을 감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

□ 방문 교육

□ 온정 어린 봉사

□ 복지

□ 상호부조회 추가 모임

□ 청년 독신 성인의 참여

■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승인한 자료들을 공부하고 활용한다.

□ 경전

□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 내 왕국에 속한 딸들

□  Reliefsociety.lds.org
□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및 연차 대회

□ 상호부조회 총회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 주님의 방법으로 베풂

□ LDS.org 및 providentliv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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