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1부 매뉴얼
(제정 2019.6.14.)

▣ 안내1부 사역 : 주일 1부 예배시 내부 안내
   ▶ 내부안내 : 성경책과 주보 배부 및 회수, 예배실 내부 정리정돈
   ▶ 응급환자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 예배 안내 일정
   ▶ 시간별 업무내용
      - 07:00~07:30  안내위원 출석, 경건회
      - 07:30~08:20  성경책, 주보 배부 및 안내, 예배실 정리정돈
                        봉헌자 안내
      - 08:50~09:20  성경책, 주보 회수 및 예배실 정리정돈

▣ 주일예배 시간별 활동 내용
  1. 오전7시경 : 예배 안내위원 1진 출석
    (1) 기도
    (2) 예배 안내위원 명찰 준비
    (3) 본당 헌금함, 헌금 바구니, 봉헌용 흰장갑 정위치
    (4) 각종 헌금 봉투 및 필기구 유무 점검
    (5) 성경책 보관 책장 점검 및 배부 준비
    (6) 주보 현관 입구에 정위치
    (7) 본당 전체 점검
    (8) 3층 예배당, (4)~(6) 업무실시하고 점검
    (9) 3층 자모실 점등 및 점검
    (10) 3층 자모실 TV ON → 이렇게 해야 2층 입구 및 복도 TV에
         화면이 넘어감
    (11) 3층 입구 TV ON
    (12) 3층 복도에서 선교관 앞마당까지 청소 상태 점검
    (13) 2부 안내에서 주차안내판 정위치(아파트 정문) 협조 요청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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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전7시20분경 : 예배 안내위원 2진 출석
    (1) 기도
    (2) 안내위원 정위치
    (3) 기도 순서자 확인
    (4) 구역 안내위원 출석시 업무분장 및 봉헌절차 설명
    (5) 주보 배부 및 안내시 평안한 얼굴과 친절한 인사
 
  3. 오전8시 예배 시작
    (1) 예배 시작 직전 본당 예배단상 쪽 출입문 닫음
    (2) 예배 시작하면 본당 중간문 표시선까지 닫음.
    (3) 3층 예배당은 반쪽 닫음
    (4) 기도 시작하면 늦은 성도님들 중간문 앞에 양해를 구하고 대기시킴
    (5) 3층 예배당은 모두 닫고, 양해를 구하고 대기시킴
    (6)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면 입실 유도
    (7) 구역 안내위원들 예배 드리도록 안내
    (8) 커피 등 쏟아질 우려 및 상해가 예상되는 음료는 양해를 구하고 예배실에
        반입 통제
    (9) 당일 성경 본문 말씀 길이 감안하여 봉헌자 봉헌함 뒤에 정위치.
    (10) 구역 봉헌자 부재시 1부 안내위원이 봉헌
    (11) 봉헌 마치고 돌아오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헌용 흰장갑 다시
         본래대로 정위치
    (12) 봉헌자 예배 드리도록 안내
    (13) 목사님 설교 시작되면 현관문 닫음
    (14) 예배위원 본당 1명, 3층 예배당 2명, 내부에 정위치
    (15) 나머지 예배위원 본당 중간문 뒤에 간이의자 놓고 정위치
    (16) 응급환자 및 긴급사항 발생시는 2부 안내 매뉴얼 준행
 
  4. 오전9시경 예배 마침
    (1) 축도 전 찬송할 때 중간문 및 현관문 열음 
    (2) 3층 예배당 문 열음
    (3) 봉헌함 오른쪽 벽으로 옮김
    (4) 모든 예배위원들 중간문 뒤와 현관문 사이에 위치하여 주보 및 
        성경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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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장이 흰 장갑 끼고 봉헌 바구니 회수 및 봉헌함에 헌금 넣음.
        부재시 부감 및 차 상위자가 행함
    (6) 본당, 3층 예배당 내 휴지, 유실물 등 점검
    (7) 성가대의 예배후 찬송이 끝나면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일까지 평안 하시고 다시 뵙자고 서로 인사하고 마침

▣ 안내1부 조직 및 담당업무
   ▶ 부장 : 교회에서 임명
      o 봉사 총괄
   ▶ 총무 : 부장이 부원 중에서 임명
      o 부원 명단 파악, 출석 체크
      o 부원 간식 준비 등
   ▶ 회계 : 부장이 부원 중에서 임명
      o 교회 예산 신청 및 집행
      o 집행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3개월 단위로 재정부 감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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