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시아 지역 계획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북 아시아 지역 회원인 우리

지역 비전

는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나라들과 태평양의
아름다운 천연 군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성도입니다. 우리 회
원 중 일부는 교회가 기틀을 닦고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또 다
른 일부는 교회가 세대를 이어 굳건하게 자리 잡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 때 우리는 교회와 회원들을 위한 많은 기
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명확한 비전과 결
의로 단합함으로써 이러한 기회와 축복을 위해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 우선순위
개인/가족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계획의 각 요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 준비한다.

단위 조직
1. 자라나는 세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한다—회원과 비회원 모두.
2. 실질 성장: 우리는 회원의 개종을 심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3. 자립: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한다.

지역 목표
개인/가족
나는[우리는] 다음을 행하여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
1. 조상의 이름을 찾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성전 의식을 행한다.
2.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개종을 강화한다.
3.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4.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5. 다른 사람을 한 명씩 보살피며 사랑한다.

단위 조직
우리는 다음을 행하도록 격려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실질 성장을 이루며, 자립을 강화한다.
1. 모든 회원이 조상의 이름을 찾아 그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힘써 노력한다.
2. 모든 회원이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개종을 강화한다.
3. 모든 회원과 지도자가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의 예배 경험을 단순화하고 드높인다.
4. 모든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한다.
5. 모든 회원이 다른 사람을 한 명씩 보살피며 사랑을 보인다. 여기에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이 포함된다.

발전 척도

이 일의 목적은 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1. 개인/가족의 영적 성장 및 발전
2. 선교부 주요 지표
3. 분기별 통계 보고서

실행
지역 계획을
동일한 비전
지역 평의회
같은 비전과

통하여 지역 내의 모든 지도자와 회원들이
아래 단합한다. 스테이크 대회나 지방부 대회,
모임에서, 또는 가족을 방문할 때, 모든 회원이
우선순위,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1. 가르치기. 한 해 동안 회원들에게 지역 계획을 가르치고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a. 모든 회원이 이 계획을 제때 알 수 있도록 지역 비전과
목적, 우선순위, 목표를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을
준비하여 각 와드 및 지부에서 보여 준다. 동영상은
국가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디지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b. 지역 계획을 인쇄물로 만들고 또 지역 내 국가별 교회
홈페이지에도 실어서 모든 회원이 접할 수 있게 한다.
c. 지역 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뒷받침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한 해 동안 리아호나 잡지에 싣는다.
d. 관련 포스터를 각 집회소에 게시하고, 또한 리아호나
잡지에 삽입하여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 비전과 우선순위, 목표를 강조하는 지역 계획 달력을
모든 회원에게 제공한다.
f. 관련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한다.

지역 목적 우선순위와 목표를 달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개인적인 기쁨을 찾는 일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선교부, 스테이크, 지방부, 와드 및 지부 평의회는 회원과
선교사들의 필요 사항에 맞추어 지역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각 평의회는 지역
계획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자체 목표를 세울 책임이
있다. 지역 칠십인은 현지 지도자들과 만나서 스테이크와
와드 그리고 가족이 지역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나눌 것이다.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
대회는 지역 계획의 우선순위와 목표 그리고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원들의 발전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2. 보고 책임. 감독 및 다른 신권 지도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지역 계획을 실행하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단합시킬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먼저 하나님께 지며, 그런 후 현지
및 지역 지도자에게 진다.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칠십인에게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며 지역 칠십인은 지역 회장단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