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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공동체를 위한 30 일 계획
계획에 있어서 3 가지 우선순위: 복음, 가족, 선교

삶을 함께 계획하기
1. 주일 오전 모임 (교회 예배)
•

오전 10 시 - 12 시

•

매주 주일

2. 가족 저녁 식사
•

오후 5-8 시

•

매달 첫째, 셋째 주일

3. DNA
•

저녁 8-10 시

•

여성 모임: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

남성 모임: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4. 선교적 활동
•

놀이 교제 - 수요일 오전. 매달 2 회. 공원을 바꿔가며.

•

둘째 금요일 저녁 - 게임 데이

•

셋째 토요일 오전 - 브런치 데이

•

넷째 금요일 저녁 (토요일 혹은 주일로 조정 가능) - 영화 시청,
바닷가, 공원

함께 하는 유기적 삶
다음의 예시들은 고정적 시간보다는 유동성 있게 행해지며 , 특별히 비신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
•

지쳐 있거나, 바쁜 시즌을 보내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싱글들을 위해
식사를 만들어 가져다 주기.

•

가족이나 혹은 싱글들 가운데 재정적인 부담이나 혹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집안일을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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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아이를 출산했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싱글들의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기.

•

이사를 앞둔 가족/싱글들 가운데 차량이나 혹은 함께 이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

•

자녀를 둔 가정의 아이들을 대신 돌봐 주어 부부를 쉬게 해주거나, 서로
데이트 시간을 갖게 해줌.

•

건강한 영적 친구 혹은 가족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싱글들을
명절에 초대하여 함께 시간 보내기.

고려할 다른 사항들
•

다른 활동들: 위에 언급된 것들과 다른 창조적 방법과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

시즌: 인생의 여러 시즌들이 있다. 계절, 나이 (청년, 중년, 장년), 명절
시즌, 학업, 바쁜 시즌, 한가한 시즌. 각 시즌 맞는 유기적이며 유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각 선교적 공동체의 은사, 크기, 성숙도에 따라 각 선교적 공동체가 함께
어떠한 30 일 계획을 세울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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