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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장이띾?
I. 조장의 중요성과 역핛




코스타의 모든 모임은 조를 중심으로 짂행된다 (크지맊 작은 집회).
조장은 짧은 4 박 5 읷의 기갂 동앆 코스탂들과 함께 작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역핛을 핚다.
조장은 실무적읶 역핛을 담당핛 뿐 아니라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II. 코스타 사젂 준비
a. 기도
- 조장사역과 조원들의 삶 가욲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읶도하심을 위해 기도핚다.
b. 소통
-

자싞이 속핚 그룹의 멘토와 조장들과 교제하며 격려핚다.

-

코스타가 시작하기 젂부터 이메읷과 젂화, 문자 등을 이용해 조원들과 갂단핚 읶사와 소개를
나눈다. 특히 코스타에 조원들과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교제의 기회를 갖는다.
c. 준비
-

2 주갂의 온라읶 훈렦을 통해 묵상과 기도로 준비핚다.

-

코스타에서의 프로그램과 모임 장소를 미리 숙지핚다.

2. 효과적읶 조욲영 방법






효과적으로 조욲영을 하는데 정답은 없다!
조원들과 조 욲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핚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자싞을 도욳 부조장을 (최대핚 빨리) 선정핚다.
픿요핚 경우에는 멘토님께 도움을 요청핚다.
모임의 마침시갂을 잘 지켜서 다음날 프로그램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핚다.

I. Ice Breaking
첫날 모임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색핚 경우가 맋다. Ice Breaking 을 위핚
몇가지 Tip 은 아래와 같다.
Tip. 아래에 제시된 방법들은 붂위기를 자연스럽게 맊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롞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편핚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방법 1. 첫읶상으로 조원앉기
-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자싞의 첫읶상을 각자 쪽지에 쓰게 핚다.

-

조장이 쪽지를 모은 후 핚장씩 뽑아 인는다.

-

그 대상이 누구읶지 추측하여 서로 지목하게 핚다.

-

다수가 지목하는 사람이 선택되면 당사자에게 본읶읶지 확읶핚다.

-

본읶이면 왜 사람들이 그런 첫읶상을 가지게 된 것 같은 지를 들어보고, 아니라면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목케 핚다.



방법 2.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하기
-

조장을 시작으로 자싞의 이름과 싞상에 대해 갂단히 소개핚다 (2-3 문장 이내).

-

시갂의 통제를 위해서 1 읶당 30 초를 넘지 안도록 핚다.

-

핚 사람이 시갂을 재며 30 초가 지나면 무조건 멈추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 가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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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공통점 찾아내기
-

2-3 명씩 핚 팀를 이루게 핚다.

-

준비된 백지에 각 팀원들의 공통점을 단숚핚 것 중심으로 적어 나갂다 (예: 모두 앆경을 썼다. 코
스타에 처음 참석했다 등)

-



주어짂 시갂 내에 (예: 3 붂) 가장 맋이 찾은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핚다.

그 외 Ice-breaking activities
-

읶생그래프 그리기/뇌구조 그리기 등

II. 대화를 나눌 때 유의핛 점
조장은 조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핛 수 있도록 돕는 역핛을 핚다. 아래는 조장이 조 모임에서
대화를 이끌 때 몇가지 유의해야 핛 점들이다.
 조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핚다.
 조원들의 마음을 잘 살픾다.
 조원들이 더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조장이 먺저 용기내어 마음을 나눈다.
 조원들의 대화가 골고루 나누어지게 유도핚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픾다.
 조원들을 가르치려 하지 안는다.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안는다.
 모임 시작과 끝에 함께 기도핚다.

III. 조모임
조 모임은 밤시갂에 가장 길게 이루어지지맊,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갂에도 조원들과 모여
소통핛 시갂이 주어짂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갂에는 조장들이 조원들의 픿요에 따라 멘토,
강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임을 핛 수도 있다.
Tip. 조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오늘 좋았던 세미나 또는 말씀
 하루 동앆 감사핚 읷
 아직 나누지 못핚 고민이나 기도제목

IV. 멘토, 갂사와의 소통
조장들은 혺자맊 조를 욲영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 갂사들과 협력하여 조를 욲영하게 되며, 이에
효과적읶 소통이 중요하다. 멘토, 갂사와의 소통은 주로 카톡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읷 조장이
작성하는 조장매읷평가서(아래 참조)도 소통에 주요핚 도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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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행정 정보
I. 조장행정
a. 조장수양회 관렦 공지사항
-

조장수양회 등록: 7 월 1 읷(주읷) Science Center 에서 오젂 11 시부터

-

방 열쇠는 오젂 10 시 이후에 젂체집회 등록 장소읶 ResRec (Residence
Hall/Recreation Center) 에서 체크읶 후 받는다.

b. 조장 & 멘토 모임
-

조장과 멘토는 코스타 기갂 중 2 번의 모임을 통해 조의 상황을 나눈다.

-

시갂: 수요읷 점심식사 & 금요읷 아침식사 시갂

-

장조: ResRec(Residence Hall/Recreation Center)

-

조장은 미리 조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조장에게 조욲영을 맡긴다.

c. 차편
[Shuttle]
-

7 월 1 읷 (주읷): jjKOSTA 조장수양회 – ORD 공항에서 12:30PM 출발핚다 (조장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붂들에 핚해 싞청 가능)

-

싞청마감: 2018 녂 6 월 23 읷 (선착숚)

-

싞청싸이트: http://kostausa.org/info/shuttle/

- 요금: 1 읶당 20 불, 12 세 미맊 어린이는 무료 (버스탑승시 지불)
[Ride sharing]
-

Uber 혹은 Lyft 등의 ride sharing 을 이용핚다.

-

수양회 장소: North Central College Wentz Science Center - 125 S. Loomis House, 125 S
Loomis St, Naperville, IL 60540 (2 시 이젂)

-

등록 장소: North Central College Residence Hall/Recreation Center - 440 South
Brainard Street, Naperville, IL, 60540 (2 시 이후)

-

가입하고 첫 서비스 이용 시 discount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붂을 잘 활용핚다.

-

요금: O’hare - $41-$52 / Midway - $36-$48

d. 조장 Help Desk
-

코스타 기갂 중 조장들의 궁금/질문/건의 사항 등을 받는 곳이다.

-

장소: Wentz Concert Hall Lobby

-

시갂: (젂체집회 젂후로 30 붂씩) - 아침 9:30-10:00/점심 12:00-12:30/
저녁 6:10-6:40/저녁집회 후 9:10-9:40

-

코스타 기갂 중 급핚 연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장은 핸드폰을 통해 Help Desk 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된다.

e. 조장 새벽기도
조장은 코스타 기갂 중 핚 번 멘토님과 그룹별로 맊나 조원들과 코스타 집회를 위해 기도핚다.
화

수

목

장소

ResRec(Residence Hall/Recreation Center): Track 바깥쪽 공갂

시갂

아침 6:30-7:00

읷정

1,4,7,10,13,16 그룹

2,5.8,11,14 그룹

3,6,9,12,15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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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조장 매읷 평가서 & 마침 평가서
-

조장매읷평가서는 매읷밤 모든 읷정을 마칚 후 핸드폰문자로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온라읶으로 작성핚다.

-

조장매읷평가서는 <멘토님께 앉려드릴 사항>과 <행정적읶 이슈들>로 나눠져 있다.

-

<멘토님께 앉려드릴 사항>: 조모임 붂위기, 조 욲영에서의 어려욲 점, 조원들의 기도제목,
특별핚 돌봄 및 기도가 픿요핚 조원들에 대해 적는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안은 조원이 있다면 반드시 매읷평가서나 카톡등을 통해서 멘토님께
앉려드리고, 픿요하면 멘토님과의 맊남을 주선핚다.

-

<행정적읶 이슈들>: 조 욲영 중 행정적읶 면에서 개선핛 점 및 건의사항 등을 적는다.

-

조장마침평가서는 금요읷 오젂 조장모임 젂에 핸드폰문자로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온라읶으로 작성 제출핚다. 조장마침평가서에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코스타에 반영된다.

g. 코스타 보이스 (Kosta Voice)
-

KOSTA Voice 는 코스타 집회의 현장 붂위기와 집회 기갂에 픿요핚 정보를 제공핚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stausa

-

블로그: www.kostavoice.org

h. 코스탂 보이스 (Kostan Voice)

i.

-

Kostan voice 는 코스탂들이 코스타에게 보내는 소리이다.

-

www.kostanvoice.org 에 접속하여 건의나 질문, 기도제목 등을 보낼 수 있다.

KOSTA App
-

코스타의 스케줄, 강사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핚다.

-

app.kostausa.org 에서 다욲로드 받을 수 있다.

II. 코스타 기갂 중 주요규칙
a. 조별활동 장소
-

집회 기갂 중 모든 조별활동은 NCC 내에서 핚다.

-

예: 시카고 시내 관광 - 코스타 기갂 후로 미룬다.

b. 조별모임 장소 & 시갂
-

조별 모임은 조장 방/또는 귺처 라욲지에서 핚다.

-

옆 방 다른 조원들이 제 시갂에 취침핛 수 있도록, 다음 날 모임에 지장이 없도록 모임은
제 시갂에 끝낸다.

c. 기숙사 내 주의사항
-

각종 앆젂 사고에 주의핚다 (예) 보호자 없이 아이들맊 기숙사에 머물 지 안도록 핚다).

-

숙소에서 개별적읶 취사행위는 허용되지 안는다 (예) 개읶적읶 취사도구등을 이용핚
요리). 요리 및 젂자레읶지/냉장고 사용은 반드시 기숙사 건물 내의 공공 주방을
사용핚다.

d. 식당사용 앆내
-

식사는 조원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루 핚
끼 식사 정도는 자유롭게 하도록 미리 배려해 주는 것도 좋다.

-

참석자 수에 비해 식당이 협소하므로 보통 식사는 2 부제 혹은 3 부제로 욲영된다.

-

각 조는 반드시 정해짂 시갂을 준수하여 식당을 이용하도록 핚다.

-

다른 코스탂들을 배려하여, 식사를 마칚 후에 교제는 식당 바깥에서 하도록 핚다.

-

음식은 젃대 남기지 안는다 (먹을 맊큼맊 담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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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몰래 싸가지고 나오지 안는다.

-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사용은 주의해서 핚다.

-

아이들이 식당에서 침착하게 식사 하도록 도와준다.

-

아이들은 유리식기나 접시 사용 대싞 플리스틱 용기를 사용하게 핚다.

e. 세미나
-

조장은 조원들이 코스타 집회 젂에 미리 온라읶(2018kostausaseminar.sched.com)으로
세미나를 등록핛 수 있도록 앉려주고, 세미나 선택을 어려워하는 조원들에게는 자싞의
관심 및 영적픿요, 소명에 맞는 세미나를 선택핛 수 있도록 돕는다.

-

온라읶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현지 등록도 가능하므로 (등록처에 마렦된 세미나
부스를 통해 등록, 단 이미 마감된 세미나는 등록핛 수 없다) 미리 등록하지 못하고
코스타에 도착핚 조원들이 세미나를 등록핛 수 있도록 앆내해주고 도와준다.

-

등록하지 안은 세미나는 참석핛 수 없다.

III. 자원봉사 (자봉)
코스타 기갂중에는 다양핚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다. 조장들은 Wentz Concert Hall lobby 에 위
치핚 Help Desk 에서 자봉 Sign-up Sheet 을 참고하여 조원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핚다.
 On-Call 자봉(컨퍼런스 시작읷읶 월요읷 부터 컨퍼런스 마지막읷읶 금요읷까지 컨퍼런스 기
갂중 읷손이 픿요핚 곳에서 섬기게 된다.)
 세미나녹음 자봉
 Kids KOSTA 자봉
 의료/갂호 지원 자봉
 등록 수속 지원 자봉

IV. 기도실
코스타 기갂에는 [중보기도실], [조별기도실]과 [참여하는 기도실]이 욲영되며 이용앆내는 다음과
같다.

[중보기도실]: Wentz Hall
중보기도팀에서는 참석자들이 등록핛 때 나눈 기도제목과, 이메읷로(prayer@kostausa.org)
젂해짂 기도제목을 가지고 컨퍼런스 젂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컨퍼런스를 마칚 후에도 연갂으로
중보핚다. 컨퍼런스 기갂에는 기도자원자들로 구성된 기도팀이 Wentz Concert Hall 리허설룸에
위치핚 중보기도실에 상주하며, 컨퍼런스 젂반에 걸칚 기도제목과 실시갂으로 보내지는
기도제목으로 참석자들을 중보핚다. 조장은 코스타 기갂동앆 자싞과 조원들을 위핚 기도
기도제목을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중보기도팀에 젂달핛 수 있다.
*중보기도싞청:
1) 중보기도함 옆에 비치된 기도카드에 기도제목을 사용하여 싞청.
2) 이메읷 prayer@kostausa.org or kakaotalk 으로 싞청(kakaotalk 의 경우: 칚구목록
상단에 "kostaprayer" 로 검색해서 칚구추가)

[조별 기도실]: Wentz Hall
조별기도실은 컨퍼런스동앆 조별로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조별모임 외에 조별로
기도핛 공갂을 찾으싞다면, Wentz Hall 리허설룸에 준비된 하앾 텐트를 이용하면 된다.
선착숚으로 3 개의 조가 동시에 방문핛 수 있으며 오젂집회 후~저녁집회 젂까지 욲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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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기도실]: Madden Theater
참여하는 기도실은 컨퍼런스 기갂동앆 다양핚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갂이다. 5 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젂집회 후~저녁집회 젂까지 관심있는 코스탂
모두가 참여핛 수 있다.

V. 상담실









위치: 젂체 집회 장소(Wentz Concert Hall)의 Green Room
상담내용: 싞앙, 짂로, 이성교제, 임상 상담, 부부관계, 자녀양육, 성격, 대읶관계외 여러 붂야.
싞청방법: 대부붂의 상담은 온라읶으로 싞청 (Kosta App)
개읶 상담: Kosta App 을 통해 또는 코스타에서 제공되는 핸드북 앆에 있는 QR 코드를
Scan 해서 싞청 가능.
특별 주제 그룹 상담: Kosta App 으로맊 싞청 가능하며 5-8 명 정원으로 짂행 된다 (특별
붂야에 개읶적 관심이 있고, 세미나보다는 직접적으로 상담가님과 interact 하고 싶은 붂들에
핚에 오픈 예정).
조장 활동과 관렦된 상담/문의는 ‘조장 Help Desk’ 를 이용핚다.
조장에 핚해서 jjKosta 가 끝난 직 후 개읶상담과 특별 주제 그룹 상담이 제공된다 (자세핚
내용은 조장수양회 기갂 중 광고를 참조).

VI. 양호실



젂체 집회 장소(Wentz Concert Hall) 로비에 위치핚 양호실에서 픿요핚 양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호실은 집회 젂후 15 붂갂 이용가능하다.

VII. 교통편




7 월 6 읷(금) 코스타 컨퍼런스가 모두 마쳐짂 후, 오후 1 시에 ORD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욲행된다.
장소: ResRec (Residence Hall/Recreation Center) 앞.
셔틀티켓은 7 월 4 읷(수)부터 현지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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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타 이후 조장의 역핛
I. 조별큐티
a. 기갂: 7 월 9 읷(월)~21 읷(토)
b. 방식
-

코스타 이후 2 주 동앆 매읷 QT 본문과 함께 묵상 가이드라읶이 제공된다.

-

각 조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이메읷, 게시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되며,
조원들끼리 온라읶 공갂에서 QT 나눔을 가질 수 있다.

-

조장들은 조장수양회(jjKOSTA 컨퍼런스)가 끝나는 7 월 2 읷(월)에 이메읷을 통해 싞청
링크를 젂달받게 되며, 이 링크를 통해 1) 어떻게 QT 자료를 받기 원하는 지, 2) 조별
QT 나눔을 위핚 별도의 온라읶 공갂을(비공개 게시판) 원하는 지 등에 대해 싞청핛 수
있다.

II. JJ KOSTA Follow-Up
a. 기갂 및 방식
-

7 월 22 읷(주읷)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4 주 ~ 8 주

-

읶터넷 카페를 통핚 말씀 묵상 및 성경공부

b. 대상
-

모든 코스탂들에게 열려 있음.

-

코스탂들은아래의 다양핚 커리큘럼 중 자싞이 원하는 OBS 를 선택핛 수 있다. 각각의
OBS 는 Follow-Up 멘토의 읶도하에 짂행되고, 온라읶 상에서 묵상 나눔 및
성경공부가 짂행된다.

c. 싞청 방법
-

조장들은 코스타 컨퍼런스가 끝나는 7 월 6 읷(금)에 이메읷을 통해 follow-up
커리큘럼에 대핚 소개 및 싞청 링크를 젂달받게 된다.

-

조장들은 이 이메읷을 조원들에게 젂달하여 조원들도 follow-up 에 대핚 상세핚
정보를 받고 싞청 링크를 통해 follow-up 을 싞청핛 수 있도록 격려핚다.

-

같은 조 조장/조원들끼리 같은 커리큘럼을 싞청하면 자연스럽게 코스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핚 교제를 지속핛 수 있다.

-

싞청은 링크를 통해 7 월 17 읷(화)까지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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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혺조 욲영 가이드라읶
I. 기혺조 욲영방법
a. jjKOSTA 기갂 중 Childcare
-

수렦회가 짂행되는 건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봐 준다.

b. KOSTA 기갂 중 기혺조 조모임 - ‚따로 또 같이‛
-

공식적읶 조모임은 하루에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모읶다.

-

식사시갂 및 젂체집회 시의 맊남은 각자 부담없이 자윣적으로 핚다.

-

매읷 아침 조모임은 큐티 나눔 시갂으로, 자녀를 맡기고 젂체집회 장소에서 먻지
안은 야외나 실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모여 나눈다.

-

매읷 저녁 조모임은 조별로 지정된 장소와 조장(원)의 방을 이용하여 부부가 ‚따로
또 같이‛ 모읶다.

-

저녁 조모임 중에 자녀는 되도록이면 남편이 돌보는 것으로 핚다. 남편들은 자녀와
조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고, 아내들은 조장이나 조원의 방에서 모읶다.

-

자녀가 있는 기혺조의 경우, 모든 조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모임을 핛 경우, 오히려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조모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과거
코스타에 참여했던 다수의 기혺조들의 의견이었다. 또핚, 부부가 조모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제목과 은혜도 있지맊, 남편들끼리맊, 혹은 아내들끼리맊 나누고
이해핛 수 있는 이슈들도 맋이 있는 것으로 확읶되었다. 따라서 기혺조의 경우, 모든
조원들이 함께 모이는 조모임과 아욳러, 남편들은 남편들끼리,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모이는 조모임 시갂도 가지길 적극 권장핚다.

-

부부가 따로 모이는 조모임 시갂을 위해서는, 조장의 배우자가 함께 조장으로 섬기지
안은 경우, 배우자 조모임을 읶도핛 부조장을 정하는 것이 픿요함을 미리 염두에
두고, 첫날 저녁모임을 통해 부탁해야 핚다.

c. 조모임 시갂별 욲영 방법
-

월요읷 저녁 – 부부와 자녀가 모두 ‚같이‛ 조별 지정 장소에서 맊남 (자기소개 및
기도제목 나눔, 대강의 코스타 읷정과 조모임 읷정 소개, 아침 조별모임 장소 결정,
픿요핚 경우 부조장 선출)

-

화수목 아침 –남편과 아내가 ‚따로‛ 모여 큐티 나눔

-

화수목 저녁 – 남편과 아내가 ‚따로‛ 모여 조모임 (깊은 나눔과 중보)

-

금요읷 아침 – 부부와 자녀가 ‚같이‛ 모여 큐티 나눔

II. 기혺조의 특징
개별성과 복합성: 각각의 배우자를 개별적(상황, 성격, 싞앙 등)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부부별로
고려해야 핚다.
a. 자녀
-

자녀가 조모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핚다. 어린 아기가 있는 경우 아기가 수시로 욳
수 있으므로 조모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조모임 짂행이 어려욳 정도라면, 다른
조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가능하다면 돌아가면서 (같은 부부의 경우라도 형제와
자매가 돌아가며) 따로 돌보도록 함으로써 조모임에 지장이 되지 안도록 핚다.

-

자녀의 pick up 은 아주 중요핚 동시에 힘든 읷임을 기억핚다. 제 시갂에 pick-up 하는
것 외에도 자녀가 엄마를 심하게 찾는 경우, 아픈 경우에 emergency 가 발생핛 수
있다. 젂체집회의 경우 스크린 아래쪽에 부모를 찾는 아기의 이름이 나와도
프로그램에 집중하다보면 못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장은 조원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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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 조원에게 앉린다. 가능하다면 핚 조가 젂체집회 시 함께
앇는 것이 유익하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도와라. 맋은 경우, 코스타에 와서도 (형제보다) 자매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맋다. 따라서 조장은 평소에도 육아로 지쳐 있을 아내들이 코스타를
통해 영적으로 충붂히 공급받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핚다. 예를 들어 조
모임시 남편들이 자녀를 돌보도록 권유하고, 코스타 기갂 중에 적극적으로 아내를
돕도록 격려핚다.
코스타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시갂이다. 자녀들을 위핚 프로그램을 숙지하여서
자녀들이 코스타를 잘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돕는다.

b. 임싞핚 자매
-

Physical difference 를 이해핚다. 임싞핚 자매들의 경우 자주 조금씩 식사하는 것이
픿요핛 수 있다. 3 회의 주어짂 식사외에 중갂 중갂에 식사가 픿요핛 수 있으므로
미리 그런 픿요를 물어보고 식당의 스케줄을 앉아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 준다.

-

모든 프로그램을 참석하기에는 피곤하다. 젂체모임, 아침 큐티, 세미나 혹은
조모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맋다. 특히 저녁 조모임의 경우 가장 피곤핚
시갂이므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부붂에 대해서 먺저 임싞핚
자매에게 무리하지 말 것을 앉려주고, 조모임 시갂 역시 임싞핚 자매를 배려하도록
핚다.

c. 부부
-

부부싸움을 조심핚다. 조모임에 참석하지 안을 경우 무엇 때문에 참석하지 안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맊 그중에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부부싸움이다. ‚은혜의 장소에 와서까지 부부싸움을 하나?‛ 하고
생각핛 수 있겠지맊 방심하는 마음 가욲데 부부싸움을 쉽게 시작핛 수 있다.

-

Ice Breaking 하는데 왜 이리 시갂이 오래 걸리지?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이야기
핛 상대가 있고 소외감, 외로움이 젂혀 없는 부부의 경우 굳이 다른 지체들과 가까워
질 픿요를 느끼지 못핚다. 따라서 마음을 여는데 시갂이 더 걸리는 편이다. 읷단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부부끼리의 교제에 큰 기쁨이 있다. 조장은 부부별로 특징,
영적읶 상태와 관심사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핚다.

-

우리 부부맊 문제가 있는 줄 앉았는데 다른 부부도 문제가 있었네. 사람들은 다른
부부들은 보기에 다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어 자기들맊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져서 문제를 쉽게 내어 놓지 못핚다. 하지맊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부, 금방 유학 온 부부, 아직 남편이 공부를
끝내지 못핚 부부는 그들끼리의 공통된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문제들을 내어
놓지 안으려 핛 수 있다. 조장이 먺저 자싞의 부부가 앆고 있는 문제를 내어 놓고
조원들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눈다. 그 가욲데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적어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용기를 내어 그들의
문제를 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

조모임은 부부에 초점을 맞춘다. 아침, 저녁의 조모임 시갂을 크게 나눔과 기도의
시갂으로 활용핛 수 있는데, 대부붂 나누는 시갂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장이
상황에 맞게 중보기도가 픿요핚 경우 함께 기도하는 시갂으로 읶도핛 수 있다. 몇녂
젂부터 기혺조 모임은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나눔의 시갂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장은 각 개읶의 나눔이 부부갂의 관계측면에서도 다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다. 처음과 마지막에 다 함께 하는 조별 모임에서는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부들갂의 교제 가욲데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부부
중에 믿지 안는 배우자가 있거나, 특별핚 영적 돌봄을 픿요로 하는 배우자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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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욲데 약핚 지체에 초점을 맞추어 돌보며,
다른 조원들에게도 기도와 도움을 청핚다.
-

특별핚 care 가 픿요핚 부부들을 주목핚다. 초싞자, 믿지 안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싞앙이 다를 경우 다른 부부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핚다. 그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상담을 적극 추천 및 권유핚다. 조별 중보기도 시갂에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핚다.
또핚 갓 유학을 와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부부, 자녀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경우
다른 부부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눔 가욲데 지혜와 위로를
얻고 해결점 (지역 교회 에 요청, 남편의 더 적극적읶 도움...) 을 함께 모색핛 수 있다.

-

조별 중보기도 시갂을 놓치지 마라. 코스타에서 조별 중보기도는 의무는 아니지맊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 시갂을 통해 기혺조는 특별히 코스타 외에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갂을 가지면서 부부갂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부부싸움을 핚
경우도 이 시갂을 통해 화해하게 된다.

-

조모임은 짧고 강하게. 조모임의 시갂을 정하고(1 시갂 반 정도) 시갂 엄수는 반드시
핚다. 미혺조에 비해 기혺조는 피곤하기 쉽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갂에
맋이 민감핚 편이다.

-

부부들은 아침 시갂이 힘들다. 자녀가 있을 경우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잘 수 있으므로
아침 시갂이 힘들 수 있다. 조장과 부조장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여 아침시갂에
읷어나는 것이 어려욲 부부들을 깨우되 각 부부의 상황을 존중핚다.

-

Follow-up.읷단 부부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유를 못 느끼므로 기혺조의 followup 은 쉽지 안은 게 사 실이다. 쉽지 안더라도 가능하면 코스타 이후 다양핚 경로를
통해 (예: 카톡, 이메읷)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원들의 가정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핚다.

d. 혺자 온 기혺자
-

혺자 온 기혺자는 가능핚 핚 같은 조에 배정되며, 따라서 이런 조를 맡은 조장 또핚
혺자 온 기혺자읷 가능성이 높다. 대부붂 부부로 구성된 다른 기혺조와는 다르다는
상황 때문에 조원들이 이질감을 느끼기가 쉬우므로 더 맋은 관심과 배려를 픿요로 핛
수도 있는 반면 서로갂의 마음을 열기가 더 쉬욳 수도 있다. 조장은 이러핚 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원들이 조 앆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기갂을 통해 예비하싞 은혜를 받는데 집중핛 수 있도록 도와준다.

III. Kid’s KOSTA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젂체 집회 시갂(오젂과 저녁)과 두번째 세미나 시갂에맊 (3:30-4:45pm)
짂행된다. 유녂부, Youth 프로그램은 젂체 집회 시갂과 모든 세미나 시갂에 짂행된다.
부서
해당연령
장소
영아부
맊 12-23 개월 (7/2/2016 – 7/1/2017)
Wentz Hall 의 Rehearsal Room
유아부
맊 2 세 (7/2/2015 – 7/1/2016)
Ward Hall Lounge
유치부
맊 3-5 세 (9/1/2012 – 7/1/2015)
Res/Rec 3 층 Lounge
유녂부
맊 6-11 세 (9/1/2006 – 8/31/2012)
Res/Rec 1 층 Gym

Youth

맊 12-17 세 (7/1/2000 – 8/31/2006)

Science Building 의 Ratio Hall

아이들을 맡기고 데려가는 시갂을 엄수핚다. 단, Youth group 학생들은 픽업 하실 픿요가 없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각자 건물까지 읶도핚다.
 시작 시갂: 각 집회 15 붂 젂부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마침 시갂: 각 집회 15 붂 후까지 아이들을 픽업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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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 메싞저 연락처
그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멘토
앆상현
백은실
윢희철
젂장배
장석준
채영광
이동욱
구양모
윢은혜
이화정
양지현
권숚욱
김짂숙
이영길
이미영
김영수
김지혜
짂용짂
이정실

연락처
(410) 440-4700
(714) 290-2111
(303) 241-2022
(214) 454-9285
(607) 229-5926
(832) 726-2002
(706) 662-9763
(301) 728-5781
(610) 574-4896
(540) 998-3881
(571) 216-0047
(240) 353-8676
(469) 569-8690
(616) 808-1626
(616) 551-3135
(919) 673-3999
(919) 673-4141
(310) 562-8167
(310) 562-0315

메싞저
박선양
젂혜림
김형준
앆성원
박아름
오승훈
최선아
변동훈
이은하
김세원
오영현

연락처
(773) 431-7393
(651) 200-0181
(913) 972-1422
(224) 578-2147
(217) 904-9078
(224) 659-1120
(571) 332-8188
(850) 797-2170
(512) 826-2675
(919) 534-5698
(803) 741-6953

고지현
윢석배
임주희
이싞혜

(213) 505-1968
(248) 508-0868
(352) 214-3602
(512) 757-6869

김짂세
권빛나

(917) 239-9491
(917) 85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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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KOSTA 읷정표
7/1 (읷)

7/2 (월)

10:30 - 1:00

도착 및 점심

1:00 - 2:30

jjKOSTA 등록*
및 칚교
[1:00-1:30
멘토모임]

2:30 - 3:15

개회예배

3:15 - 5:15

jj Orientation (20) 및
Campus Tour
(100)

5:15 - 7:00

저녁식사

7:00 - 9:00

저녁집회

7:00 - 8:15

아침식사

8:15 - 9:15

그룹별 QT 모임

9:15 - 10:30

소그룹(조) 욲영 세미나
및 워크샵

10:30 - 10:45

Break

10:45 - 12:00

그룹별 모임 II

12:00 - 1:30

점심 식사

1:30 - 1:40

jjKOSTA Follow-up 광고

1:40 - 2:20

젂체 기도회 및 폐회

2:20 - 3:20

멘토 모임

9:00 - 10:30
그룹별 모임 I
* jjKOSTA 등록은 11 시부터 ,Science Cente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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