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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전 도개 인 전 도개 인 전 도개 인 전 도

교 안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분 목표 포함(5 ,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고 말씀하셨다 제자의“... ” ( 28:19) .

신분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또는 복음화 되었을 때 시작된다,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의 핵심 기능이다MCF .

개인전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업이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 교안은 원리와.

세 가지 방법만을 소개한다.

기도는 모든 전도의 기본요소이다.

목 표목 표목 표목 표 이 강의를 받고 나면 각자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복음의 가지 기본요소를 말할 수 있다4 .

당신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지게 된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강 의강 의강 의강 의 분(25 )

A. 정의 전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예비된. 크리스찬의 소망인 영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 ...” 지상명령 마 의 일부를( 28:19)

감당하는 것.

3. 하나님과 전도자와의 공동작업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

B 복음의 네 가지 기본요소. :

1. 하나님의 창조계획은 인류와 함께 교제하며 사시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하다, .

2. 인류의 불순종과 은혜에서 떨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보다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한데서 온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4.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택하는 것과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케 한다.

복음 설명 일대일 전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구도자의 취지에 맞춰 해야C. . ,

한다 실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

가지 영적원리 에 의해 제작된 사영리 소책자 에서 요약한 것임 대부분의 나라에1. 4 (CCC “ ” .

있는 대표 또는 이메일CCC CCCMM <paul.pettijohn@milmin.com>로부터 획득 가능함.

허가를 얻고 사용됨.)



P-12

a. 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 .

요한복음 과( 3:16 10:10)

b. 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2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

그의 삶을 위한 계획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로마서 과, . ( 3:23 6:23)

c. 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3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통해 당신은: .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경험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 3:18, 1:3,

요한복음 14:6)

d. 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제 원리4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과 요한계시록. ( 1:12, 2:8,9 3:20)

로만로드 로마인들은 길을 새로 낼 때 구부러지거나 이탈함 없이 곧게2. (Roman Road).

만들었다 그들은 지형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까지의 길은.

여전히 곧게 하였다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다 그들의 여정에서 크리스찬은. .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대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똑바로 가기를 원하신다 다음에- .

요약된 로마서의 구절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로마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다.

a. 로마서로마서로마서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b. 로마서로마서로마서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c. 로마서로마서로마서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d. 로마서로마서로마서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 창조자 그리고 유지자3.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 홀로 우리 삶의a. , .

초점이 되실만한 분이시다 창세기. ( 1:1, 2:1)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옮겨 놓게 되었다b.

창세기 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영원히 유지할 수 없게( 3 ).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건널 수c. ,

있도록 유일한 다리를 준비해 주셨다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증거( 1:12).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부활이 되심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을 받아드릴 때 우리 삶의 중심에d.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 로마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10:9, 10).

성공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하라D. .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나의 삶1. .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2. .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3. .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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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E. :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

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의 삶을, , ,

영원토록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실 습실 습실 습실 습 분(15 )

부록에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개인 간증을A.

하는 시범을 보이라 질문자가 물어볼 것 같은 질문 한 두개를 물어보도록 사전에 준비된.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습평가 반원들에게 물어보라B. . .: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명확히 설명되었는가1. ?

개인 간증이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가2. ?

구도자에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했는가3. ?

어떤 질문이든 도우려는 자세로 정직하게 다뤄졌는가4. ?

요 약요 약요 약요 약 분(5 )

개인전도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A.

공동작업이다.

이것은 회원의 핵심적인 활동이다B. MCF .

복음의 네 가지 기본요소C.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1. .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2. .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3. .

그리스도를 택함4. .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방법이 있다D. .

당신의 개인 이야기를 말함으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E. .

헌신의 기도는 구도자를 위한 확인작업이다F. .

이 교안은 분 휴식을 포함하여 시간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10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