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목장 시작과 조직
A. 교회 차원에서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사역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목장 운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임원이
필요하다: Director, 성경공부 교재 담당자, 공작 담당자, 물품구입 및 자료 준비자, 도서 담당자,
어린이 목자 Mentor 들, 연락 담당
1. 처음 모임을 갖고 임원을 결정하여 어린이 목장이 필요한 목장을 survey 를 통하여 확인하여
필료한 명단을 준비한다.
2. 교재와 공작을 준비한다.
3. 주보나 목장 모임을 통하여 어린이 목장에 대한 홍보를 한다.
4. 정규적인 어린이 목자 모임을 갖고 교육하고 필요한 자료를 배부한다.
5. 새로 어린이 목자가 임명되기 전에 어린이 사역를 대표하는 교회 사역자가 어린이 목자와 면담을
한다.
6. 면담후 2 주 동안 어린이 목장 해결사가 그 목장을 방문해서 어린이 목장의 정착을 돕는다.
7. 해결사의 2 주 방문이 끝난후 대 예배때 담임목사님이 어린이 목자를 임명해 준다.
B. 목장 차원에서
1. 교회 어린이 사역자에게 어린이 목자 면담을 신청한다. (면담시 어린이 목자후보와 어린이
목자의 부모, 그 목장의 목자, 목녀가 함께 면담을 받는다.)
2. 목장에서는 목자가 어린이 목장을 한다는것을 미리 홍보하고 어린이 목자를 모든 목원 앞에서
임명한다.
3. 어린이 규칙을 매주 모임에서 어른 목자의 인도로 다같이 낭독한다
4. 어린이 출석부를 만들고 매주 다같이모이는 시간에 잘 순종하는 어린이들에게 Incentive 를
준다.
5. 어린이들이 따로 모이는 시간이 되면 어른지도자가 어린이 목자와 같이 가서 자리를 정돈하고
기도를 해준후에 어린이 목자에게 순서를 맡긴다.

2. 어린이 목자 임명식과 공문서
휴스턴 서울교회 어린이 목장: 다음 주일 1 월 30 일 주일 오후 1:30 분(2 부 예배 직후) 유치부
친교실에서 어린이 목자 총 모임때 어린이 목자와 어른 리더들의 선서식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목자들이 함께 서약하고 헌신할수 있도록 각 목장에 어린이 목자와 어른 리더들을 함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적혀 있는 어린이 목자의 임명 조건도 꼭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목자 임명 조건>
1. 3 학년 이상의 어린이/청소년으로 부모님이 서울교회 회원교인인 믿음의 어린이/청소년이 정식
어린이 목자가 될수 있다. (3 학년 이하의 어린이는 대행 목자로 활동할수 있으며 임명은
3 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2. 어린이 목자를 세우기 이전에 그 목장의 목자, 목녀, 어린이 목자, 어린이 목자의 부모가 담당
목회자와 면담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면담을 이미 마친 목장에서 어린이 목자만을 바꿀때에는 목자 목녀는 면담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임 어린이 목자와 그 부모는 면담을 하고 전임 어린이 목자는 신임 어린이 목자와
한달동안 인수 인계를 할수 있도록 돕는다.
4. 정식 임명을 받고 어린이 총 목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각 목장에서 임의로 어린이 목자를
교체 하거나 임명할수 없으며 반드시 목자, 목녀의 추천과 함께 어린이 목장 담당 목회자와
상의후 임명 받을수 있다.
5. 어린이 목자의 임기는 최소한 1 년 이상으로 한다.
* 어린이 목자 서약서와 어른 리더 서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어린이 목자 총 모임때 어린이
목자와 어른리더가 함께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어린이 목자 서약서 >

I will do my best to keep the following guide lines.
1. 어린이 목장을 충실하게 인도하겠습니다. I will faithfully lead children’s house church.
2. 어른 목자, 목녀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I will obey and respect Mokja and
Moknyu Nim.
3. Mentor 에게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요청을 드리겠습니다. I will share prayer request
with my mentor.
4. 목원 어린이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친절하게 긍정적인 언어로 섬기겠습니다. I will be
patience with children, be kind to them, and use positive words to serve them.
5. 매달 어린이 목자 총 모임과 성경교사 모임에 참석하여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I
will attend children’s Shepherd training monthly.
6. 목장 성경 공부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매 주 공과를 읽겠습니다. I will prepare the
children’s lesson by reading and meditating weekly.
7. 목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상 기도 하겠습니다. I will pray at least two
times a week for my sheep.

영어이름: ___________________한글이름:___________ 목장이름__________________
어린이 목자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 / _____ /_____

상기 어린이 목자를 위하여 1 주일에 한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I will
pray at least once a week for above Shepherd by name.

어린이 목장 담당 목회자: 백 동진 Daniel Baik

< 어른 리더/ Mentor 서약서 >

나는 어린이 목장의 어른 리더/Mentor 로서 다음에 있는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어린이 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최소 2 번 이상 기도 하겠습니다.
2. 일주일에 한번은 어린이 목자, 또는 어린이 목자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겠습니다.
3. 어린이 총목자 모임에 참석하여 어린이 목장 현황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 어린이 목자가 목장 교사 모임과 어린이 총 목자 모임에 잘 참석하여 교육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목장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ntor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 어린이 목자 임명식때 목자에게 드리는 편지>

__________________목자님께

귀 목장에 어린이 목자 임명을 축하 드립니다. 어린이 목자들이 지금부터 자라면서 더욱
사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일 군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 어린이목자 임명 받은 목자에게
다음사항을 잘 하도록 목자님과 부모님께서 자주 점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어린이 목자가 더
효과적으로 목장을 인도하게 되고, 모든 어린이들이 예의 바른 어린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든 목원들 앞에서 읽어 주시면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협조를 잘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1. 매 주 목장 시작하는 시간에 house rule 을 목자님께서 직접 읽어 주시고 그대로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목자 바인더에 있습니다.)
2. 어린이 목자는 매사 행동에 모범이 되도록 부모님과,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들도 예의 바른 어린이들이 되도록 항상 이야기 해 주세요.
3. 목자 서약을 지키도록 도와 주세요 (목장 식구를 위한 기도. 가르칠 공과를 매일 한번씩
읽기. 공작 준비). 어린이만 인도 하도록 방치해 두면 곧 질서가 무너집니다.
4. 목장시간을 충실하게 인도하도록 어린이 목장 어른 인도자가 세심히 관찰과 인도를 해
주세요. (어린이 나눔의 시간, 어린이 목장 인도할 때, 간식시간, 잠자는 시간을 잘 챙겨
주세요.)
5. 어린이 목자를 격려하기 위해 3 달에 한번 적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목원들 앞에서
감사의 표시를 해 주시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6. 매달 보내 드리는 어린이 뉴스레터를 보시고 예의를 가르치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제 표 점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