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1. 자연스럽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15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
하며“

2.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 복음 전도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4. 그리스도를 나누는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방법은 복음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5.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진실을 읽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복음전도지는 결코 싫증나지 않습니다.

7. 복음전도지는 결코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습니다.

8. 복음전도지는 언제나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 복음전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
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복음전도지는 하나님께 헛된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 헛된 것: 공허한, 효과 없는
복음전도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룹니다.
복음전도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목적지에 이르도록 합니다.
복음전도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10.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1. 언제나 — 전도지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할 말을 미리 생각해 놓으십시오.

12. 항상 복음전도지를 들고 다니십시오.

13.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당신의 옷 주머니, 핸드백, 가방, 자동차, 현관 등에 비치
해 놓으십시오.

14.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15. 간단하고, 친절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인가 할 말을 계획하십시오.

16. 친절함은 오래 갑니다.



가. 친절함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 친절함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17. 여기에 당신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하기 좋은 말들의 예가 있습니다.
가. “당신에게 이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나. “이 소식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당신과 이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 “당신이 이것을 나중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 [한국에서 40년 간 선교를 한 어떤 선교사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꺼내곤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18.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기를 꺼
릴지 모릅니다.
가. 기도하십시오.
나.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1) 물어보십시오, “이것 드려도 될까요?”
다. 친절하십시오.

19. 무엇이 도움이 될까? 진실함 — 상냥한 개인적 관심.

20. 단정한 차림새와 상쾌한 입냄새

21. 눈 맞추기 —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기

22. 그들의 시간의 존중하십시오 — 만일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
고 상냥한 말을 간단히 적어 전도지를 건내십시오.

23.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 잘 디자인 된 컬러전도지를 사용하십시오.

24. 높은 품질은 좋은 인상을 주며 사람들을 메시지를 보도록 이끕니다.

25. 성경적인 전도지 — 구원은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
니다.

26. 담긴 내용이 성경말씀에 의해 잘 뒷받침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7. 전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성경말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가. IIBC의 이중언어 전도지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28. 어떤 것들이 방해합니까?
가. 교만이나 무성의 —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 수줍음 —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수줍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29.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26:18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30. 어떠한 선한 행위을 해도, 진심없는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믿을을 갖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16-18; 에베소서 2:7; 2:8-9)
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빛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다. 복음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들

31. 교회 복도에 전도지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십시오.

32. 복음전도지, 제자훈련 교재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IIBC 홈페이
지]

33.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용 전도지를 사용하고, 연로한 분들께는 큰 글자로 인쇄된 전도지를 
사용하십시오.

34. 개인적인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35.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 안내지와 함께 전도지를 동봉하여 전하거나, 교회  
행사를 지역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알리십시오. 

36.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차원의 전도 주간, 전도 월을 가지십시오.

37. 모든 교인들에게 매주 나누어 줄 전도지 한 묶음을 주십시오.
“시편 2:8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
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영혼들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을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 히브리서 9:27)

38.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인천/송도)에서든지, 온 유대(경기도)에서든지, 사마리아(우리가 보통 가지 않는 
곳들)에서든지, 땅 끝(그 외의 장소)에서든지.

39.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간증 
시간을 갖으십시오.
간증시간은 하나님께서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IIBC의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IIBC의 영한 전도지(하나님의 간단한 구원의 계획)는 사용하기 편합니다.



              

                  한글, 영문 순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셩경 말씀은 따라서 읽기 편하도록 칼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영어 혹은 한글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성경인용 부분에 장, 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혹은 한글)를 몰라도, 짚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 교회 주소, 예배 시간 안내 등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회 정보가 전도지에 적혀 있습니다.
IIBC의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천 침례교회“를 치면,



클릭 한 번이면, IIBC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IIBC의 영한 전도지 “하나님의 간단한 구원의 계획“을 나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