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 지도력
모든 지도자는 아래 다섯 가지 지도력 기본 원리에 따라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 영적으로 준비함

□ 평의회에 참석함

□ 다른 사람들을 돌봄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

□ 조직을 운영함

신권 지도자

스테이크 회장

□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과 보좌들을 부르고 성별한다. 

필요시 주일학교 서기를 부르고 성별한다.

□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스테이크 

주일학교를 감독하고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을 

안내하고 교육하도록 한다.

□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과 함께 일하도록 한다.

□ 스테이크 회장단 모임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보좌가 

주일학교 회장단의 발전, 필요 사항, 어려움 등을 보고할 

시간을 준다.

스테이크 회장단

주일학교를 감독하도록 임무 지명 받은 보좌는 다음을 행한다.

□ 스테이크 회원들의 발전, 필요 사항, 어려움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후 스테이크 회장에게 보고한다

□ 교회 지침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본 지도서; LDS.org 

상의 주일학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에게 안내 교육을 한다.

□ 스테이크 내 집회소 도서실을 감독한다.

감독

□ 와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교리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한다.

□ 와드 주일학교 회장과 보좌들을 부르고 성별한다. 이들은 

모두 신권 소유자여야 한다. 필요시 주일학교 서기를 

부르고 성별한다.

□ 감독단 보좌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집회소 도서실을 비롯해 

주일학교를 감독하도록 한다.

□ 와드 평의회 때, 주일학교 회장을 초청해 토론을 이끌도록 

하고 와드 내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게 한다.

감독단

□ 주일학교를 감독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은 보좌는 와드 

회원들의 발전, 필요 사항, 어려움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후, 감독단 

모임에서 감독에게 보고한다

스테이크 주일학교 역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 스테이크 회장단을 돕는다.

□ 주일학교를 감독하는 고등 평의원과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주일학교 회장단 모임을 계획하고 

가진다.

□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고 참여한다.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 교회 지침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본 지도서; LDS.org 

상의 주일학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든 와드의 주일학교 

회장단에게 안내 교육을 한다.

□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을 가르치고 돕는다.

□ 와드 지도자들과 계획을 조율하여 와드 모임과 반에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 스테이크 보조 조직 훈련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한다.

주일학교
지도자 지도서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교리와 성약 107:99)



와드 주일학교 역원

와드 주일학교 회장

□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 주일학교 교사, 와드 도서실 

책임자와 책임자 보조 및 필요시 주일학교 서기 직분에서 

봉사할 와드 회원들을 감독에게 추천한다.

□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감독단 보좌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 정기적으로 주일학교 회장단 모임을 계획하고 가진다.

□ 보좌들을 지명하여 주일학교 내의 직책들을 감독하게 한다.

□ 교회 지침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LDS.org 상의 주일학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안내 교육을 하고 

훈련한다.

□ 훈련을 실시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회원들이 학습과 

교수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준비하여 와드 평의회에 

참석한다.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

□ 교회 지침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LDS.org 상의 주일학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안내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돕는다.

□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을 감독한다.

□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와드 내의 모든 

조직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다.

□ 감독의 지시 하에,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86~239쪽에 

나오는 “복음 교육 과정”을 가르친다.

□ 주일학교 교사들의 질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고 반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주일학교 반들을 방문한다.

□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참석자 정보를 활용한다.

□ 도서 책임자에게 안내 교육을 하고 연간 도서실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와드 집회소 도서실을 감독한다.

□ 감독단 승인을 받아 회원들이 주일학교 반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권유한다.

□ 스테이크 주일학교 역원 모임에 참석한다.

© 2010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2/10. 번역 승인: 2/10. Sunday School: A Leader’s Guide의 번역. Korean. PD50023920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