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주예수교회 All-Life 목장 소그룹을 알려드립니다. 
 

1] 주예수교회 All-Life 목장 소그룹이란?  
 

1) 주예수교회의 선교회와 교구를 통합하여 All-Life 목장 소그룹의 돌봄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2) 친교모임(교제중심)이나 구역모임(성경공부)을 넘어 말씀의 은혜 나눔과 돌봄, 동역이 있는 모임입니다. 

3) 모이는 교회(전체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목장 소그룹)를 이루어 갑니다.(사도행전 2:43-47) 

4) 돌봄과 은혜 나눔으로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모임입니다. 

 

2] All-Life 목장 소그룹의 목적  
 

1)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예배(하나님과 이웃의 관계)하기 위해 모입니다. 

2) 성경과 큐티의 은혜를 나누고, 목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3) 기쁨과 슬픔, 위로와 삶을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4) 교회 봉사와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5)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씁니다. 

 

3] All-Life 목장 소그룹의 운영  
 

1) 2022년도에는 연령에 따라 10-12명의 인원으로 편성됩니다. 

2) 한달에 2번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번은 가정, 한번은 교회로 만나게 됨) 

     *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이게 됩니다. (1월 준비 기간과 Zoom, 야외, 교회 등) 

3) 큐티 은혜, 소그룹 성경나눔, 교제, 기도, 봉사를 나눕니다. 

4) 1인 1사역으로 목자, 부목자, 성경 도우미, 찬양 인도, 모임 연락, 교제시간 진행 등 각자 사역을 담당합니다.  

5) Care(은혜 체험)와 Share(은혜 나눔)의 모임으로 성경 안의 친밀함(하나님과 이웃)을 갖습니다. 

6)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7) VIP (교회 적응이 필요한 가정, 전도 대상자 가정,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 VIP 성도나 이웃이 함께 하는 목장 모임 때는 순서나 나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기쁨과 슬픔, 위로와 삶을 나누는 모임을 중심으로 친밀함을 키워 갑니다. 

9) 모임 후에도 All-Life 돌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장이 됩니다. 

 

4] All-Life 목장 소그룹의 순서와 교재 
 

1) 순서: 식사(간식) – 찬양 – 큐티 나눔 및 소그룹 나눔 – 기도제목 – 합심기도  

2) 큐티나눔 및 소그룹 나눔은 <생명의 삶, Living Life, Sena> 큐티 교재를 사용합니다. 

3) 매주 토요일 리더 모임을 통해 소그룹 인도 방법과 큐티 교재를 배우게 됩니다. 

4) 성경 도우미를 세워 소그룹 성경나눔을 인도하게 됩니다. 

    

5]  초원지기, 목자, 부목자, 성경 도우미 역할 

 

1) 초원지기는 두개의 목장을 도우며, 목자, 부목자를 돕게 됩니다. 

       - 한달에 한번이상 참석하여 목장을 돕습니다. 

       - 어려운 목장은 초원지기가 돕고, 힘을 내게 합니다. 

       - 초원지기들도 초원 목장으로 모여 초원지기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2) 목자는 목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의 역할을 합니다. 

       -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연락을 합니다. 

       - 목장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체 순서를 인도합니다. 

       - 목장 내 1인 1사역을 배정하고, 격려합니다. 

       -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인도합니다. 

       - 목원들의 특별한 경조사 있을 때는 초원지기와 담임목사에게 알려 영적 도움을 받습니다. 
 

3) 부목자는 목자를 도와 목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동역합니다. 

        - 목자가 힘들어 할 때 동역자로 함께 돕습니다.  

        - 목장 돌봄 보고서를 목자와 함께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목원들의 경조사에 목자와 함께 돌보고 돕습니다. 
 

4) 성경 도우미는 목자와 함께 소그룹 나눔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목자와 함께 토요일 목장 리더모임에 참석하여, 담임목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 큐티영상, 성경교재를 목원들과 나누고 전달합니다.  

 

6] 목장 이름과 상반기 목장모임 
 

1) 성경책 이름 (구약/신약) 중 하나를 2월달까지 정합니다. 

2) 자녀가 있는 목장은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습니다. 

        - 목장 모임 시작 (식사 후)에 아이들을 불러 부모님들과 원을 그리며 섭니다. 

        -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찬양 1곡을 같이 부릅니다. 

        - 자녀를 앞에 두고, 한가지씩 지난 한주간의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7] 목장모임 나눔 진행 
 

1) 큐티 교재를 모임에 지참하고,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2) 지난 한주간의 큐티에 대하여 나누며, 큐티를 하도록 서로 권면합니다. (나부터 본이 되도록) 

3) 성경공부 가르침이 아니라 내용과 연결되는 삶의 간증을 나누도록 노력합니다. 

4) 나눔과 대답에 항상 감사와 격려를 표시합니다. 

5) 언제나 목자, 부목자, 목원, 목장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교회나 타인에 대한 비판은 금물) 

6) 교재와 주제에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삶을 나눕니다. 

7) 목장에서 나눈 것(특히 개인적인 것)은 목원만 알도록 합니다. 

8)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역자와 연결하여 돕도록 합니다. 

9) 중보기도는 목원과 가족, 교회 전체 기도제목, 교역자, 각 목장을 위해서 합니다. 

10) 나눔이나 기도 순서에 소극적인 분들을 격려하고, 먼저 나누실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11) 목장 모임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끝나면 다음 날을 위해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돌아갑니다. 

 

 8]  2022년도 All-Life 목장 소그룹 편성 (다음 페이지 참고) 

 

 1) 2022년도 목장 소그룹 편성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All-Life 목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2년 All-Life 목장 소그룹 편성표 (1/16/2022) 

소

그

룹 

All-Life 
초원지기 

(부부) 

All-Life  
목자 (부부) 

All-Life 
부목자 (부부) 

(성경 도우미) 

 

목원 

3

0

대  

신혁선/이은경 최준혁/최비앙카 유윤열/문샛별 

 

 

노영기/노예슬, 서용석/조영애, 

김주진/박주희(새가족) 
 

4

0

대 

손영철/손나영 

성인수/장진영 고창준/김수현 

 

김동호/이선정, 김주남/형혜련, 박성훈/박지희, 

이데니/윤백희, 이주효/박인영 

김상일/김유경 전범수/전애경 

 

이원석/권영신, 이태일/이진순, 조승환/조윤희, 

정윤원, 황동준/안은신, 김영덕/최은유(새가족) 

5

0

대 

장은호/장영란 

고광섭/김정완 도은희  

 

김대관, 김혜란, 김원규/김경아,  

 박상건/박미옥, 정미진  

김정중/김정숙 최경두/최선영 

 

박종호/박혜정, 이경조/이정주,  

이광일/이근혜, 소훈, 정영주,  

장순두/장미경 

김영복/김명숙 최수경 

 

박은경, 박정욱, 이봉재/이수진, 이계선/이경숙, 

최일량/신부남, 최종현/최미옥, 황두선 
 

정태건/김수정 양재모/양영미 

 

김진도, 송학기/송은화, 임종표/임지선,  

조광현/조필선, 한재윤/한영순, 허유정/허유진 

6

0

대 

노승환/이기성 

이기옥 
이수광/이혜림 

(성경 도우미) 

 

곽영희, 김동욱/김남애, 도종정/도윤옥, 

박일권/박향숙, 윤희자, 이종필/이종숙, 이종암 

박광수/이상숙 
안상훈/안희욱 

(성경 도우미) 

 

임흥진/임경옥, 이상덕/이경옥, 전창순,  

천채임, Steve Edger/배호선  

7

0

대 
박태은/박금정 

김관삼/유병숙 이정자 

 

김덕진, 김병숙, 김정은, 박애자,  

서매자, 송명숙, 정호영/정강자, 

한정인/한위석, 이영/이성혜, 형남성 
 

8

0

대 

조현경 백하나 

 

김수용/김호순, 박정인, 송동섭/송수니,  

이의자, 정지상/정성분, 최원식/최귀연 
 

E

M 
김성준/김해성 

Sumi Spinelli/Chris Spinelli 

Grant Kim/Christina Kim 

(Co-Leaders) 

 

 

EM All-Life Mok-Jang Small Groups 
 

 

 

• 청년부는 교육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 명단은 2022년도 목장사역원 박태은장로 혹은 김형주 담임목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