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의 방법으로 베풂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 마치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실제로 다른 어떤 

조직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나는 네게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을 주었노라. 신권 조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이 세상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신권 조직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그것으로 족하도다.’”

—해롤드 비 리

목적

• 자립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개인이 지도록 하고, 가족과 감독, 정원회, 

상호부조회, 와드 평의회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 복지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하며 실행할 때 신권을 그 중심에 둔다.

• 건물에 중심을 둔 외형적인 방법(취업 자원 센터나 감독의 창고 등과 

같은 실제 건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옮긴이)에서 벗어나 더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한다.

•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데 활용 가능한 교회 차원의 일관성 있는 

도구들을 소개한다.

•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나눠줄 때 유연성을 발휘한다.

• 교회의 성장에 발맞추어 나간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교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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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기도와 계시

•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

• 개인 자산과 가정 비축

• 가족과 확대 가족

• 지역 사회의 자원

•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각 개인은 스스로 자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감독

와드 및 스테이크의 자원(주님의 창고)

• 와드 및 가족 회원

• 교회 지침서

•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 와드 평의회

• 금식 헌금 및 생활필수품

• 지역 사회의 자원

교회 자원(주님의 창고)

• 감독과 회원을 위한 여러 전자 도구들(직장 찾기, 중독 회복 

등)

•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을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

• 특화된 자원 및 단기 프로젝트(가정 원예, 자영업 등)

• 가능한 곳에서는 인도주의 지원

감독은 다음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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