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년도 목회부, 선교부, 제자훈련 사역부 공동   ** 

LT 소그룹 사업 계획서 

 

1. 목적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실행방법 

1) 시간 : 교인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2) 소그룹 : 같은 시간대에 해당되는 2-4 명씩 소그룹을 묶어서 진행 

     혼자서 꾸준히 묵상과 기도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팀으로 이룸 

3) 훈련 : 약 40 분간 묵상하는 방법을 리더훈련 

4) 도구 : 줌사용, 영상통화 

5) 인증샷 : 사진을 찍어 교회 카톡방에 올려 영적 훈련과 영적 도전제시, 격려 

3. 실행시간 

1) 소그룹 시작 : 2 월 15 일 – 20 일까지 리더부터 시작 

                               3 월 1 일 부터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 부터 시작으로 전교인 참여를 유도한다  



2) 소그룹 모임 시간 :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예) 아침반   --   * 오전 6 시 : 기도로 시작  

                                 * 오전 6 시 – 6 시 30 분 : 각자 개인 묵상 

                                 * 오전 6 시 30 분 – 50 분 : 말씀 나눔, 기도제목 나눔, 기도로 마침 

                                 * 끝기도 : 서로의 중보기도를 가지고 대표기도로 마침   

 

4. 리더 선출 : 제자 훈련을 수료한 12 분의 참여로 선출  

   * 리더의 할일     1) 모임 카톡방 개설 

                                   2) 리더가 모본을 보이고 진행 

                                   3) 첫번째 나눔자(처음에는 리더가 주로함)는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고          

                                       묵상나눔 (적용 중심이 되도록 나눔) 

                                   4)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사전 연락 공지, 전화하여 참여 권유 

                                   5) 첫기도, 첫나눔, 끝기도, 인증샷해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올리기 

5. 교제 구입 방법 :  러빙타임 - 아마존 (Amazon)에서 1-2 월 합본 $13.99 무료 배달 

6.  특별 어린이 LT 소그룹  

   * 어린이 LT 소그룹 : 부모님이 함께 참여 하여야 하며 장년부 LT 소그룹에 조인 되어야 한다. 

7. 모임의 기본 규칙 

1. 우리의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 차이에 대한 화제는 피합니다. 

2.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무엇이나 질문할 수 있고,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3. 누구나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아무도 억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읽거나 대답하기 싫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기십시오. 



5. 무슨 생각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6. 그룹에서 말한 사적인 일은 그곳에서 끝냅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서로 존중합니다. 

7. 가르치거나 피상적인 충고를 주지 않습니다. 잘 듣고 질문이나 간증으로 돕습니다. 

8. 소그룹에서 경험하는 3 가지  

   1) 공동체를 통한 진리 : 진리는 관계를 통해 가장 잘 전달 되기 때문에 소그룹은 관계를 통해     

삶의 진리를 통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책임을 통한 성화 : 소그룹 구성원들은 관계형 진리라는 매개쳬를 통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또한 서로가 삶의 특정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3) 학습을 통한 지식 :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정확하고 혹은 무엇이 그렇지 않은 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