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반장 십계명
1.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1)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에
서 힘을 얻으십시오.
(2)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6.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1)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이나 거룩한 모습을 배우려
고 노력하십시오.
(2)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배우는 자세를 갖고 성경을 읽으며 자기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2. 늘 기도하십시오.
(1) 기도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
끄심에 의탁하십시오.
(2) 반원들 모두를 기억하며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
시도록 간구하십시오.

7.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하십시오.
(1) 비신자, 쉬는 교우, 환자, 노인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십
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2)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첫째 가는
봉사임을 기억하십시오.

3. 구역·반의 목자(牧者)가 되십시오.
(1)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불러 주시고 내 양들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2) 인간미가 넘치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
고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8.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대화하고 너그럽게 대
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2) 반원의 말은 귀담아 들어주고 비밀을 잘 지켜주며 필요한 말은 긍정
적으로 하십시오.

4. 섬기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1)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2)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는 교우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
를 세상에 전하는 좋은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9. 소공동체 모임을 잘 준비하십시오.
(1)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즐겁고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2) 주님께서 모임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연 대화로 복음나누
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5. 반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 반원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탈렌트와 은총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와주십시오.
(2) 반장 혼자 잘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반원들이 함
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참을성과 온유함을 가지고
반원들을 대하십시오.

10.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1) 교육, 피정을 통해 영적인 힘과 지혜를 새롭게 얻으십시오.
(2) 본당 행사나 구역 회의, 월례회의 등에 꼭 참석하고, 관심을 갖고 사
랑으로 조언하고 결정된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