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교육부 사역안내
사랑교육부의 장애아동 섬김 사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랑교육부로 연락 주세요.
(kyunguisuh@kepc.org, 650-714-6090 서경의전도사)
1.

예배 사역
장애 아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크게 버디 (Buddy) 사역과 장애아동 주일예배 사역으로 나뉩니다.
버디(Buddy) 사역: 해당 교육부서 (유치부 ~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장애 아동들에게
일대일로 맞춤 버디 (buddy)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10시와 11:45 예배 모두 가능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 등 모든 활동에 버디가 함께 하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장애아동 주일예배 사역: 매 주일 오전 10시에 사랑교육부실 (252호) 에서 장애아동 예배를
드립니다. 감각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가족, 예배 도우미 등
누구나 함께 어울려 드리는 예배입니다.
관심 있으신 가정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교회 웹싸이트를 통해 사랑교육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담당 전도사및 사역팀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예배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가족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장년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교육부 예배 프로그램에 한 번 등록하시면, 매년 재등록 과정없이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신앙 성장에 가장 적절한 도움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분들과 사역팀이
함께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뿐 아니라 사역팀과 여러 봉사자들 또
참여하는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름다움을 함께 배우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

레스핏 (Respite) 사역
사랑교육부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레스핏(Respite) 사역은 장애 아동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사역입니다. ‘Playground’ 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섬김의 범위를
보다 넓은 지역사회로 넓혀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Playground’ 프로그램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며, 음악, 공작, 이야기 시간, 영화,
간식 시간 등 다양한 그룹활동과 개인 선택활동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아이마다 최소한 한 명의
봉사자가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주 전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고, Playground 시간 내에서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편하신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가정은 먼저 교회 웹싸이트를 통해 레스핏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해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일정 싸인업 안내를 해드립니다. 장애아동의 형제나 자매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면 레스핏 프로그램 등록시에 형제, 자매도 함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는 날짜를 정해서 싸인업 하실 때에도 각각의 날짜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주세요.)
그럼 곧 Playground에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