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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GOD는 수집 사랑
지지자는 수집 매 7에서 만나 일 일 (재미있는 일) 금주의.
종의 소리 (에스) 외부 글로켄슈필 또는 장기 시작 내부와 수집을 종료 선택. 참석 가장
수석 장로는 지지자, 손님,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충족 설명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가 사용됩니다.

징이나 봉고기도를 호출합니다. 참석자들은 서 (아프거나 장애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함께 손을 넣어 얼굴 (내부, 외부의 일에 직접 쳐다 보지도
않을)
기도 : 매일 및 테마기도. 회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악곡에는 개폐에 사용 (글로켄슈필, 오르간
.. ) , 기도와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 (공 또는 봉고 ..) . 재미 데이 테마가있는 경우, 수집
예배, 활동,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에서이 주제를 준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지역의 전통을 유지한다 : 방언, 드레스, 음료, 음식, 음악, 춤, 세관 ..

달의 첫번째 모임은 '신성한 결혼 계약'지난 달에 서명 커플을 환영합니다.
한 달의 2 차 모임은 지난 달 태어난 새로운을 환영합니다.
달의 세번째 모임은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달의 4 번째 모임은 지난 달 사망 지지자와 회원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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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에티켓
지지자들은 모임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 그들은 사회화, 채팅,
토론, 예배기도, 식사 (더 정크 푸드 없음) 마시 (비 알콜 성) ,,, 조화 놀이, 웃음, 노래, 춤 ..

그것은 당신의 수집 즐길, 그것은 작동하게!
적극적인 참여의 경험에 연결됩니다. 경험은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이
공유하고 싶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경험을 논의하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가시킨다. 증가 좋은 관계는 행복로 번역합니다.

다양한있을 필요가 경험 작업을합니다. 수집 활동을 커버 할 수있다 덮여 주제, 법률
주시는 매니페스트, 목록, 지식, 최신 뉴스, 취미, 관심사, 지역 및 지방 정부 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설명 - 에티켓 : 스피커를 방해하지 않고 밀접하게들을 수 있습니다. , 불쾌한 공격적
또는 무례없이 열정적 응답. 인간 관계는 열정, 타협, 관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확산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모든 모임에서 지지자는, 방문자, 장로와 회원은 보호자 보호자로 해결 된 (1 명)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장로와 회원은 명예 타이틀 지도자입니다. 이 제목은 공공 장소에서
또는위원회에 만 수집 외부에서 사용된다.

만나기 전에
모임 개최되기 전에 장로 (클랜 참조 부족 7)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장소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홍보 (시간, 장소, 방향) 미디어 출시 .. 노인, 병자, 장애인을위한,
교통 정리 ...

회의 후
행동에 참여합니다. 의 메시지를 확산 1 신 1 개 신앙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와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당신의 수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읽기, 연구, 수용 ..
스타트 (1 믿음 참조) 모임을 시작; 가계도 (1 교회 참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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