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3부 매뉴얼

(제정 2019.7.1)

▣ 안내3부 사역 : 주일 3부 예배시 내,외부 안내

   ▶ 내부안내 : 성경책과 주보 배부 및 회수, 예배실 내부 정리정돈

   ▶ 외부안내 : 주차(입차) 관리, 교회 주차장 관리

   ▶ 응급환자 및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 예배 안내 일정

   ▶ 시간별 업무내용(자세한 내용은 세부매뉴얼 참고)

     - 11:15 ~ 11:30  안내위원 출석, 경건회

     - 11:30 ~ 12:20  성경책, 주보 배부 및 안내, 예배실 정리정돈

                       봉헌자 안내

     - 12:50 ~ 13:20  성경책, 주보 회수 및 예배실 정리정돈

   ▶ 안내 조별 활동

     - A조, B조, C조, D조, 자유조 총5개조로 편성

     - 각 조의 위치는 “운영계획표”에 따라 매월 순차적으로 변경

     - 각 조는 조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유조’는 결원이 발생한 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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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3부 조직 및 담당업무

   ▶ 부장 : 교회에서 임명

      o 봉사 총괄

      o 조장 역할 수행

   ▶ 총무 : 부장이 부원 중에서 임명

      o 부원 명단 파악, 출석 체크 및 결원 발생 조에 대한 인력지원

      o 안내 조 편성 및 기도순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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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 : 부장이 겸임

      o 조원 출석 체크, 결원 발생시 총무에게 인력지원 요청

      o 월별로 변경되는 조의 안내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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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3부 세부 매뉴얼

예배안내 3부의 메뉴얼은 ‘예배 모범’과 ‘예배위원의 임무’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예배 시간대 별로 위원의 필요 업무를 세분화 하고 도식

화 하였습니다.



예배 안내에 관하여

예배안내위원은 예배위원회 위원이다

예배위원의 임무

1. 예배 본래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예배가 경건하게 이루어 지도록 성도들을 인

도 한다. 특히 기도시간과 설교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이나 소음에 각별히 유의

하고, 각 출입구를 관리한다.

2. 중간에 참석하는 성도를 안내할 필요가 없도록, 앞줄로 부터 채워가도록 인도

하고, 가능한 한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위원은 본당에서 철수한다.  

3. 헌금위원(예배 안내구역)을 확인하고, 지정된 헌금위원은 헌금함을 목사님께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으로 성도의 맨 앞줄에 서서 헌금기도가 끝난 후

에 돌아서 나온다. (맨 앞줄에 선다는 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헌금을 하느

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4. 주보를 배포하는 구역을 확인하고, 본당과 3층 그리고 기타 예배장소에서 주보

가 차질 없이 배부되는지를 확인한다.

5. 새로 나온 신자가 있는지 살피고, 새 신자가 확인되면 좀 더 유의하여 안내를 

하고, 가능한 한 등록과 구역예배 등을 안내한다.

6. 예배가 끝날 때 지정된 예배위원은 강대상의 헌금통을 수거하여 헌금함에 넣는

다



   예배 모범

1) 사역과 예배 

사역이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아들)를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우

리에게 영적인 은사로 내려 오는 것이고, 

예배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예배는 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묵도와 성경 낭독과 말씀과 축도는 사역이고, 신앙고백과 봉헌과 찬송은 예배이

다.

2) 신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신자는 제4계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일을 기억하고 안식일로 거룩히 지켜

야 한다.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자녀나 종업원까지도 이 날

을 쉬게 할 것이고, 이날은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끊고,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

는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자선사업 등을 행한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쉬셨으며, 이는 우리에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안식

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주일에는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지교

회 목사님의 사역이 은혜와 봉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공동 예배의 행사에 하나님

과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다.

3) 교회회집과 에배석상에서 신자들의 지켜야 할 행위 

예배에는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참석하되, 예배 시작 전에 나아와 예

배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참여한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예배 시간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긴장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귓속 말하는 것이나 

조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등을 자제해야 한다.

4) 헌금에 대하여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를 헌금하므로 하나님을 경배

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헌금은 자의적인 헌금을 강조한다.

당회의 허락 없이 헌금이나 모금하는 것을 금한다.

3부 예배 안내위원 휴대폰 기도

위원장 함영규 01077886453 03/03 02/23

부장
김재찬 양종민

이용호 김석규

A
조

조  장 김재찬 010-5251-6239 08/11
3월 본우 9월 3층 김영식 010-9118-3811 08/18
4월 본좌 10월 외부 정윤철 010-5239-8322 08/25
5월 3층 11월 본우 허완수 010-3899-0580 09/01
6월 외부 12월 본좌 하말수 010-4308-9637 09/08
7월 본우 1월 3층 이강재 010-8100-2701 09/15
8월 본좌 2월 외부 이재수 010-5699-5266 09/22

B
조

조  장 양종민 010-5344-6218 03/10 09/29
3월 본좌 9월 외부 권영순 010-5254-8150 03/17 10/06
4월 3층 10월 본우 김성은 010-2661-9229 03/24 10/13
5월 외부 11월 본좌 유철정 010-3709-9344 03/31 10/20
6월 본우 12월 3층 이병숙 010-5647-3873 04/07 10/27
7월 본좌 1월 외부 홍사원 010-4323-0792 07/21 02/09
8월 3층 2월 본우 조재경 010-4236-9943 04/14 11/03

C
조

조  장 이용호 010-8714-1632 04/28 11/17
3월 3층 9월 본우 최정후 010-4553-5691 06/02 12/22
4월 외부 10월 본좌 박귀순 010-4907-0770 05/05 11/24
5월 본우 11월 3층 이승주 010-3835-0260 05/19 12/08
6월 본좌 12월 외부 최재필 010-3237-6137 06/09 12/29
7월 3층 1월 본우 이석주 010-5233-3292 05/12 12/01
8월 외부 2월 본좌 이형기 010-3688-9647 05/26 12/15

이상석 010-2674-8070 06/16 01/05
D
조

조  장 김석규 010-8769-1512 06/23 01/12
3월 외부 9월 본좌 박상복 010-5461-2514 06/30 01/19
4월 본우 10월 3층 서동운 010-2848-7531 07/07 01/26



5월 본좌 11월 외부 지광진 010-3770-6162 04/21 11/10
6월 3층 12월 본우 오세민 010-6324-0451 08/04
7월 외부 1월 본좌 이승호 010-9037-3477 07/14 02/02
8월 본우 2월 3층 박신규 010-3730-2980 07/28 02/16

자유

조

결석이나 결원이 있는

조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촘무에게 문의)

박대식 010-7210-9122

이영헌 010-5343-8828

김은철 010-2269-7155

전성은 010-3720-9856

총무 이종철 010-4849-6305

회계 홍사원

예배 모범’과 ‘예배위원의 임무’에 적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의 출입구 문의 개폐상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1. 성경은 잘 정리되어, 배포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2. 성경책 담당은 정위치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본당과 3층)

3. 헌금함이 제 위치에 있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주보를 배포하는 구역이 나왔는가를 확인 한다. (유고시는 지원)



예배가 시작되고 묵도 때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찬송 때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신앙고백 시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찬송시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다음이 기도 입니다.

출입구 문을 닫고, 입구에 서서 늦은 신도들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기도 시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2. 늦은 신도들은 전실에서 기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후의 출입문의 개폐상태 입니다.



1. 구역의 헌금을 봉헌할 분이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헌금을 봉헌 할 분이 장갑을 끼었나 여부를 확인 한다.

3. 헌금을 목사님께 드리고, 뒷걸음으로 맨 앞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함

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찬송과, 성경봉독, 헌금, 광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최대한의 정숙과 경건함이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하며, 늦은 신도들을 잘 안내해야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출입구의 개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안쪽 문은 안내위원 중 한 사람이 수동으로 개폐하여 신도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찬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찬양이 끝난 후의 출입구의 개폐상태 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한명 내지 두명의 안내위원만 예배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사태를 대

비하여 본당에 남고, 나머지 안내위원은 조용히 경건하게 서서히 본당 출입문을 닫고 

로비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원들은 예배를 위하여 철제의자를 이용합니다)

2층 입구에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3층으로 가십시오’라는 팻말을 정위치에 놓습니

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되면 모든 문을 활

짝 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