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게 해당하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담당하는 지역에는 전보다 더 많은 전임 선교사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한 증가에 따라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선교사들이 가르칠 개인 및 가족을 찾고 준비시킴으로써 모범을 보입니다.

•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들이 서로 단합하는 가운데 협의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며, 신권 열쇠를 행사하도록 돕습니다. 선교부 회장은 선교사들과 개종에 

관한 열쇠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내 선교 사업에 관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협력하는 가운데 구원 사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노력을 잘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	 협의 평의회와 그 외 모임들을 감리하고 그 모임들과 그 밖의 기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담당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조정하며, 그들이 관계를 

수립하여 더욱 단합하는 가운데 개종, 지속적인 활동, 활동 촉진을 이끌도록 

돕습니다.

•	 수시로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와 구원의 계획, 선교 사업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구원 사업을 

지도하는 이들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지침서 제2권, 5장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3장

•	 특별 방송: 구원 사업

지역 칠십인, 이 사업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이해하십시오
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자료

지역 칠십인은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들이 서로 단합하는 가운데 협의하고 신권 열쇠를 행사하도록 돕는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스테이크 및 선교부 회장들은 협력하여 일할 때, 하늘의 권능이 이 사업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자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우리는 하나입니다”, 

2013년 4월 연차 대회

러셀 엠 넬슨 장로,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2013년 4월 연차 대회

닐 엘 앤더슨 장로, “그것은 기적입니다”, 

2013년 4월 연차 대회

http://www.lds.org/general-conference/2013/04/we-are-one?lang=eng&clang=kor
http://www.lds.org/general-conference/2013/04/catch-the-wave?lang=eng&clang=kor
http://www.lds.org/general-conference/2013/04/its-a-miracle?lang=eng&clang=kor
https://www.lds.org/bc/content/shared/content/korean/pdf/language-materials/08702_kor.pdf
https://www.lds.org/bc/content/shared/content/korean/pdf/language-materials/36617_kor.pdf#page=227
http://www.lds.org/training/wwlt/2013/hastening/special-broadcast?lang=eng&clang=kor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선교부 회장은 여러분과 스테이크 회장이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협의 평의회와 그 밖의 

모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스테이크 회장은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에 따라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협의 평의회와 그 밖의 모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전임 선교사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소개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교회 회원에게는 비회원 및 저활동 친구, 이웃,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와서 볼 

사람들을 찾아내고 초대하는 일에서 회원들은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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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부름 받은 이 모든 선교사들이 계속 바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역 칠십인]은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부 회장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뛰어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현지 단위 조직들이 선교사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계속 바쁘게 일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고 강화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이 지닌 열쇠가 일직선에 놓일 

때, 그리고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그 두 열쇠가 화합과 

조화 속에서 기능할 때, 계시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의 권능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열쇠가 일직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늘의 권능은 제한되고 

약화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