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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팀 교육 핸드북
추수를 위한 도구

이 핸드북을 도구로 생각하라. 다른 핸드북들과 같이, 이 핸드북에도 특정한 목적이 있다. 이
핸드북은 선교팀 교육의 성공적인 구성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핸드북은 시간순으로 편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고, 그 후에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OLT를 한 두 달 운영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팀의 생명이 계속되는 주기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라. 선교의 과정은 간단하게 씨
뿌리고, 수확하고, 제자 사역을 하는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는, 이 핸드북에서 살펴
보겠지만 준비, 선포, 보존의 3단계로도 구분할 수 잇다. 이 모든 단계들이 동시에 선교를
구성하고 있다. 이 모든 단계들이 OLT 과정과 더불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때, 그것을 바로 Evangeliving-“복음을 따라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핸드북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작하면서
2. OLT 및 Evangeliving:

준비하기

3. OLT 및 Evangeliving: 선포하기
4. OLT 및 Evangeliving:

보존하기

5. 자주 묻는 질문들
6. 자료

1. 시작하면서:
A. 선교팀 교육의 목적: 우리는 왜 OLT를 진행해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선교라는 목적으로 서로를 돕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역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다.

1. 공동체: 전도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전도는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지원, 격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2. 헌신: OLT는 또 하나의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다. OLT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
모임이다. 마 28:19-20의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세천사의 기별 선포라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준비와 공동체로서의 준비를
마치고 그들의 지역에서 선교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3. 선교에 집중된 삶: OLT는 단순히 전도회만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교육을 통해 교회 안에 선교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선교란
“복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말은
전도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인 “우리 아버지의 일”과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삶 자체이자 문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4. 시작과 시도에 대한 책임: 전도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나 합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은 선교팀 교육에 참여한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어 버리는 부정적인 반대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대로 일하는 것이다.
B. 성경의 약속:
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19-20
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3.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막 6:7
4.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행 12:25
C. 예언의 신의 약속:
1.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의 주변에서 일할 잘 훈련된 전도자들이 있게 하라.

R&H

1891년 9월 29일
2.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한다…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교회증언 7권
PP. 21-22.
3. 모든 도시에는 한 두 그룹이 아닌 많은 수의 잘 훈련되고 조직된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의 그룹이 있어야 한다. GC Bulletin 1893년.
4. 우리의 교회들에서 봉사를 위한 단체들을 형성하도록 하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동하는 일에 연합하도록 하자. 그들은 세상의 부패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의 순결 안으로 영혼들을 모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증언 7권 p.
21.
5. 나의 형제여, 대도시들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에 있어서 그대가
따르고 있는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모든
자금을 그대의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포도원 안에는
일해야 할 지역들이 너무 많고, 한 푼의 돈이라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집회를 광고하기 위하여 그대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대가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 효과만을 노리는 태도를
불쾌히 여기신다. 복음 전도자 126.3

6.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성한
의무 아래 있다. 모든 이름이 기록된 하늘 법정에서 이름이 불리어지면, 하늘 기관들이
응답한다. 지구상에서 인간 각자에게 일들이 거기 기록돼 있다. 의무에 태만한 자는
태만한 대로, 의무에 충실한 자는 충실한 대로 보고된다. 수많은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잊혀진바 되지 않는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준비하자. “주님, 여기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7BC 987.3 & RH 8/16/98.18
D.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기본 원리: "
1.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다. 따라서, 인내는 참으로 중요하다. 많은 것들이 시간과 관심을 빼앗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다가가려는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오늘날의 “나” 중심의 문화에 맞서는
것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 장거리 마라톤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팀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그것은 모두 사람에 관한 일이다(사람이 최우선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모두
사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곧 관계라는 말이다. 따라서, 현실의 사람들과 의미있는
연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멈추라.
사람들에 집중하라. 구도자 명단을 적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그것은 모두 팀에 관한 일이다(팀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선교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의 “선교팀”처럼 팀으로 일한다면 훨씬 쉬워질 것이다. 팀을
구성하는 팀원들은 이 믿음의 여행길에 파트너들이다. 팀원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격려해 주라.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은 만나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 팀으로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씨
뿌리는 일을 하는 동안, 건강 전도회, 친교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와 같은 일들을
각자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사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4.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초점은 선교이다. 팀인 동시에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뉘어졌을
때보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강하다.
5. 큰 그림 그리기: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은 거의가 즉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다마스커스 경험과 같이,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에서 갑작스럽게
믿음과 순종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통의
방법은 작고 점진적인 움직임들이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세미나에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열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일부이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E. 선교 리더 팀 만들기:
1. 팀 만들기 과정:
i. 초청하기: 팀 만들기의 이상적인 과정은 목회자가 재림 교회의 사명 완수에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하는 것이다. 그 후에 목회자가 단상에서,
활동적인 선교 팀에 참여하기 원하는 교인들을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교인들이 나오면 교회가 투표로 이들을 선교 팀으로 일하도록 승인하는
일이 필요하다.(이 때 하는 설교 샘플이 ShareHim 홈페이지 www.sharehim.org의
“Information and Training Videos” 메뉴에 있다.)
ii. 비공식적인 과정: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초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OLT를 만들 수 있다. 언제나
목사님을 초청하여 팀원이 돼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복음으로 사는 삶” 과정
속에서 멘토와 코치로서의 목사님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iii. 직원회가 추천하는 방법: OLT 팀원을 모집하는 방법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은
교회 직원회를 통해 모집하는 것이다. 직원회가 팀원을 추천하고, OLT에 흥미있는
교인들의 명단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선교에 관심있지만 교회
직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계속되는 팀원 모집: OLT는 폐쇄적인 팀이 아니다. 각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활동적으로 팀에 참여하여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믿음이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OLT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교인들을 초청해야 하고,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OL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서 간증을 나누거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하면서, OLT에 관심을 보이는 비교인들까지도
OLT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구도자들에게, 믿음을 나누는 기쁨 가운데
훌륭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2. 크기: OLT의 크기는 이상적으로 15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인의식이나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팀이 15명보다 커지면, 두
팀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3. 지도력: OLT는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팀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참여
지향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추천하기로는 팀 안에 두 임원이 있게 하고, 팀원들이
선출한 임원들이 가능하면 6개월, 혹은 1년의 임기로 팀을 섬기는 것이다.
i. 팀장: 이 사람은 팀의 의장으로 봉사할 것이다. 팀장에게 결코 모든 할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팀장은 독재자가 아니라 팀원들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팀장의
역할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해서 팀원들의 참여를 극대화 시키고, 팀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자로서의
팀장은 팀의 계획을 목회자의 조언 아래 교회와 논의하는 일도 하게 된다.
ii. 서기: 서기의 일은 다음과 같다:
1. OLT의 결정 및 계획을 기록한다.
2. ShareHim 온라인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팀원들에게 다음 모임 날짜를
알려준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핸드북의 “ShareHim OLT 웹사이트”
부분을 참고 바람)
3. ShareHim 웹사이트에 OLT 회원 명단을 등록하고 업데이트 한다.
4.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성경적인 역할은 엡 4:11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엡 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교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야말로 목회자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OLT는 목회자가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팀원들이 선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귀중한 도구와 장소가 된다.
화잇 부인은 다음의 글 속에서 목회자의 ‘준비 시키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서 일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목사를 돕게 되면, 그 전도회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복음 교역자 196.
목회자가 팀장처럼 지원자로서 섬기는 것은 추천할 만하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팀원들은 목회자가 대부분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목회자가 모든 일을 해
주도록 종종 기대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반드시 OLT의 팀원이 돼서 유익이 되는
지원, 충고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팀장으로 섬기지는 말아야 한다.
5. 모임의 회수: OLT 모임에 정해진 만남의 일정은 없지만, 모임의 회수와 모임의 시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i. 얼마나 자주 모일 것인가: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의 만남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종종 이 모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따라서 배운 것을 복습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전도 계획을
의논하거나 전도회를 준비할 수도 있다. 매번의 모임의 성격에 따라 모임에 필요한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히
10:25)
화잇 부인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말라고 말한다. 7T, p.22. 결국,
OLT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복음으로 사는 삶” 속에 친교와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목적과 사명이 잊혀지게 된다.

ii. 시간과 장소: 가능한 자주 OLT 모임을 이미 예정된 교회의 행사와 연결되는
시간에 가지면 팀원들이 모이는 데 도움이 되고 팀원들의 시간도 배려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 예배 후나 파트락 후에 OLT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팀원들이 OLT 모임을 위해 다른 시간에 여러 번 교회에 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iii. OLT 순서: OLT 모임은 간단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추천하는 간단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시작하는 기도
2. 개인별 기도 명단 검토- 개인별 기도 명단에 대한 보고와 그것에 대한 기도를
포함한다
3. “복음으로 사는 삶” 살기에 대한 각 팀원들의 간증과 나눔.
4. 준비, 선포, 보존을 위한 계획 세우기, 검토, 보고
5. 다음 회의를 위한 시간 약속 정하기.
6. 마치는 기도
6. OLT 모임에 가장 큰 위험: 이 제목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기 바란다. 소그룹이나 팀의
가장 큰 위험은 바깥에서 오는 일이 거의 드물다. 문제는 주로 내부에서 시작된다. OLT
모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싸움과 불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화잇 부인의 충고를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실한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화잇 부인의 글을
소개한다.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 오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 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로부터
받는 편이 더욱 크다. 불신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순이 없는 생애,
경건한 모본 및 활동적인 감화력으로서 저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업을
증진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였는가! 불신 사상을 만족시키고 의혹을 나타내며
흑암을 즐기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도록 장려하고 사단의 계획을
성취시킬 길을 여는 것이다.

영혼들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들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의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단은 경우에 알맞는 그럴듯한 시험 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제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영혼들의 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는가! 그릇된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고 사단에게 이용 거리가 될 모든 말을 억제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알력이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간질하는 감정이 싹트자마자 사단의 검열을 받기 위하여
문제들은 사단의 앞에 나열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파괴시키기 위한 그의 뱀과
같은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사단에게 주게 된다. 모든 알력이 생길
때마다 손실이 크다. 갈라진 두 파의 개인적 친구들은 저마다 두둔하는 정신을
가지고 편을 들며 결과적으로 사이가 멀어진다. 내분이 일어난 집안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비난과 그것에 대한 공박은 사태를 위태롭게 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처럼 뿌린 씨의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맹렬히 활동한다.. 1 기별 pp.122-123.

2. OLT와 “믿음으로 사는 삶”:

준비:

복음의 씨 뿌리기 혹은 준비 과정에는 두

단계의 과정이 있다. 이 단계들을 자세히 살펴 보자. OLT 모임을 가질 때, 다음의 두
단계들을 주의깊게 그리고 완전히 연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계획을 세워보라.
A. 1 단계:
1. 기도: 전도는 최고로 영적인 업무이다. 전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중요한 권면을 보라.

옛날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주여, 나로 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우소서”하고
애원하면서 저들의 모든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기울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실지로 죄인의 위험을 깨닫고

일하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위험에 빠져 있는 줄을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전도. p. 486.
a. 구체화하라: 기도 생활에서, 구체화할 것을 추천한다. 살고 있는 주나
도시와 같이 큰 범위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웃과 동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b. 신중하라: OLT 첫 모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앞으로 매일 중보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 이름을 다 적은 후에, OLT 모임의 모든 팀원들이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적었는지 확인하라.(이 핸드북 6장의
OLT 첫 모임을 위한 순서 샘플을 참고하라.)
c. 다시 한번 구체화하라: 기도 명단에 다음의 정보를 기록할 것을 추천한다.
(6장에 기도 명단 샘플을 참고하라.)
i.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구도자)의 이름
ii. 그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제안한 팀원의 이름과 구도자에게 연락하고
관심을 가질 연락 담당자의 이름. 팀으로서 정기적으로 만나면, 이 연락
담당자가 다른 팀원들이 이 구도자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전 사항을 보고한다.
iii. 상황의 묘사- 다른 말로 하면, 한 두 마디로 구도자를 소개한 팀원과
구도자 사이의 관계를 적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연락
담당자와만 관계가 있겠지만, 요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팀원들이
이 구도자와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팀원들과의 관계가 늘어나는 것이다.
d. 더 많은 기도 명단을 가지라:
i. 명단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하라.
ii. 기존의 구도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라.
iii. 각 팀원은 매일 각 구도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iv. 팀원이 알고 있는 구도자의 사정. 교회 운동회나 건강 전도회 등이나 더
나아가서 전도회 같은 영적인 활동에 초대하면 좋다.
2. 활동에 있는 기도: 반드시 기도와 행동을 함께 해야 한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구도자의 연락 담당자가 자신이 맡은 구도자와 관계를 맺는 데
노력해서 구도자를 OLT 팀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 일을 화잇 부인은 종종
“개인적인 전도 사업”이라고 명명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도자들과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구도자와 우정과 신뢰를 나누는
것이다. 이 구도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화잇 부인은 구도자들과 갖는 이 매일의 시간을 “기회가 나쁘다”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또 “기회가 나쁘다” 함은, 집안에서나 들에서나 혹은 길가에서나 시장에서 그 기회를 따라
사람의 마음을 성경의 위대한 문제에 향하게 하며 사랑과 열성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알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때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너무나 많이 거저 보낸다. 그러나, 양심을
향하여 발한 지혜로운 충고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복음. p. 18687.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은 “소금통”에서 나와서 우리가 짜게 하려는
그 “음식”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마 6:33) 다음은 구도자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a.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
b. 야구 경기, 음악회, 전시회 등에 함께 참석하라.
c. 산책 또는 운동을 함께 하라.
d.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갖다 주라.
e. 취미를 함께 즐기거나, 스포츠를 함께 하라.
f. 싸이월드, Facebook 또는 MySpace를 이용하여 연락하라.
g. 교회에 초대하라. Barna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비교인들이 그들의
기독교인 친구들이 교회에 초대하면 교회에 가겠다는 답을 하였다.

h. 창조적이 돼라. 우정을 나누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B. 2단계: 중보기도 명단을 만들고 명단에 있는 구도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면 이제는 이 구도자들과 지역 사회 안의 다른 많은 구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은 쉽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OLT 모임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 명단의 구도자들과 지역
사회의 구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화잇 부인의 다음 권면이 도움이 될 것이다. :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는 자들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너무도 흔히 과거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잃어버린바 되었는데 깨닫는 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님 사람의 지도자들은 현명한 장군들로서 모든 전선(前線)에서 전진(前進)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평신도들이 그들이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특별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마쳐질 수 없다. 증언9 p. 116-117.

따라서, 다음의 3가지는 "준비" 과정의 두번째 단계에서 OLT 모임의 팀원들이 함께
고려할 것들이다:
1. 대상: 전도를 위해 누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가? 여기에 2개의 주요 그룹이
있다. 하나는 중보 기도 목록에 있는 구도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사회의
일반 구도자들이다.
i. 구도자 명단: 첫번째 목표 그룹은 당연히, 그 동안 간절히 기도해 온, 중보
기도 목록에 있는 구도자들이다. 이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는가?
a.

어린 자녀가 있고, 부모교육, 양육, 육아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b.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c. 지역 사회에 건강과 관련한 관심이나 문제가 있는가?
d. 신체적인 문제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e.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으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f.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필요들이 있는가? 이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한 행사들을 계획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ii. 지역사회(공동체): 구도자 명단 이외에도, 성령이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반드시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보기도 명단을 놓고 했던 똑 같은 질문을 이 사람들에게도 질문하라.
2. 활동들: 구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이해했으면,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 줄
활동들을 조사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ShareHim에서는 복음을
뿌리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Sowing Resource
Catalog(SRC)라는 자료집을 제작했다. 이 자료집은 관계 형성 기술에 관한
자료의 보고이다. 수백 개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i. SRC: 이 자료집은 두 가지의 다르지만 관련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a. 영상 자료: DVD에는 OLT 모임을 위해 세미나에서 상영했던 영상이
들어있다. 각 영상은 선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다른 사역의 지도자들과의 10-15분 정도의 인터뷰
내용이다. OLT 모임에서 팀원들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영상 속에 제시된 정보들을 주의깊게 살펴본 후에, 중보 기도 명단의
구도자들과 지역 사회의 구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다.
i. 이 영상 인터뷰는 www.sharehim.org의 “Resource” 메뉴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ii.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영상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http://media.sharehim.org/src.html.
b. 자료집: 영상 인터뷰 이외에, 각 사역에서 제안하는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Sowing Resource Catalog(SRC) 자료집이 있다.

영상 인터뷰에서는, 소개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나 가격 같은
정보를 모두 소개할 수 없다. 하지만 자료집에는, 이 모든 유용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i. 이 자료집은 Sowing Resource Catalog DVD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www.sharehim.org의 “Resource” 메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ii. SRC에 직접 연결은: http://www.sharehim.org/sowing-resourcecatalog.
ii. 활동의 선택: 이 각각의 활동들은 OLT 모임의 팀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목회자의 조언도 좋은
자산이 된다. 활동 계획이 확정되면, 팀에 의해 결정된 자료를 구하고
함께 연구한다. 중보 기도 목록과 지역 사회의 구도자들을 친교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사들에 초대한다.
iii. 연속되는 활동: 위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도자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다른 종류의 행사들을 진행하라. 이 연속되는 접근의 한 예는 “준비/씨
뿌리는” 행사 후에, OTL의 “선포/수확”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a. 첫째로, CHIP 프로그램, 우울증 회복 프로그램, StepFast 프로그램
같은 건강에 관한 행사를 진행하라. (건강 관련 세미나의 종류는 SRC
참고 바람.) 그 후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라. “많은 분들이 왜 교회가 건강에 관한 행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와 영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에 시작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b. 두번째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미나를 진행하라.(SRC 참조) 이
세미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라.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다니엘서를 교재로
사용하라. 이 세미나의 끝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라. “이 세미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성경의 예언을 다루는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c.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한 진리 그리고 내일을 위한 희망” 예언
세미나를 진행하라. 이 과정의 이 마지막 단계는 실제적인 "선포 또는"
수확” 행사이다.
3. 달력: 구도자들과 지역 사회를 교회와 연결시킬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팀으로서 달력을 꺼내 미리 행사들을 계획하라.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못
하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이 노력과 희생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팀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 계획표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6개월 단위의 준비, 선포, 보존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년의 시간을
계획하라.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기도로 계획하고, 그 후에는 믿음으로 실행하라.

3. OLT와 “복음으로 사는 삶”:

선포:

씨 뿌리는 작업과 준비 작업 후에,

수확의 시간이 온다. “준비” 후에 “선포”를 하게 된다. 이제는 수확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다.
첫째로, “수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 보자. 이 단계는 선교의 주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OLT 모임이 그들의 수확 행사를 절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팀원들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거나 두려워하고, 혹시 단
한 명의 참석자가 오더라도 OLT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왜인가? 한 가지 이유는 추수 과정에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일은 OLT 모임의 모든
팀원들을 힘 나게 하고 새로운 동기를 줄 새로운 영적 헌신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 수확/선포의 정의: 수확 사건은 2개의 사건이 생기는 하나의 사건이다:
a.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의 관점에서 소개된다. 우리 선구자들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수확 사건은 현대 진리가 확신있게 선포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은 그 분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b. 참가자들이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호소한다.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수확 사건”이라 할 수 없다.
B. 수확 회의의 준비: 수확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팀, 특별히 기별을 전하기로 결정된
강사는 ShareHim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합회가 후원하는 전도 Boot Camp에 참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합회에
연락해서 다음 Boot Camp의 일정을 알아보고, 팀원들이 함께 선포하는 사역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다음으로, 수확/선포 사역에 대해 OLT 팀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i. 언제 만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ShareHim 집회에서 “수확 사역”의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날짜들은 종종 집회의 시작 날짜만 나타낸다. OLT
모임에서 주의깊게 “수확 사역”을 위해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특별히, 자료 공부를 위해 일 주일에 몇 번 만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기별을
완전하고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7번의 모임을 가져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모임의 숫자는 19번이다.(6장의 추천 스케줄, 순서, 그리고 발표의
순서들을 참고하라.)
ii. 어디서 만날 것인가?: 다음으로 팀이 고려할 문제는 어디서 이 전도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이다.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a. 목표 지역 사회: 특정 지역을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면, 반드시, 목표로 한 그
지역에서 전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찾아야 한다.
b. 예상 참석자수: 참석자의 수보다 너무 큰 장소를 빌리거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참석 인원에 맞는 장소를 찾을 것을 권장한다.
c. 예산: 평신도 선교의 장점은 큰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라. 6개월 안에, 또 다른 수확 사역(전도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d. 가능한 위치:
i. 교회

ii. 안식일 학교 방 또는 친교 홀
iii. 가정
iv. 사회 봉사 센터
v. 대여한 장소
vi. 천막
vii. 대중음식점
viii. 야외-특수상황인 경우
iii. 누가 준비하는가?: 어떤 수확 사역이든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모든 OLT 팀원은
참석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전도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도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기로 작정해야 한다.
a. 설교자: 팀은 매일의 기별을 전할 설교자를 선정해야 한다. 6개월마다 준비, 선포,
보존이라는 주기가 계속되면서, 설교자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팀에서 1년 동안의 설교자를 의논하고 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한 번
설교자를 정하면, 설교자로 정해진 팀원은 www.sharehim.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한 전도회 기간에 설교자의 숫자가 적어야 함을 강조하긴 하지만,
전도회 동안에 한 명 이상의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설교자가
있다면, 한 명이 주 강사로, 다른 한 명은 보조 강사로 신청해야 한다. 설교자로
지원한 각 사람은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 설교 시리즈를 무료로
받게 된다. 또한, 설교할 설교자들이 합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Boot
Camp에 참석하도록 하라.

b. 위원회: 수확 모임(전도회)을 진행하는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작은 OLT
모임에서는, 꼭 위원회일 필요는 없고 각자 책임을 맡아서 여러 종류의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위원회 조직 방법은 수확 행사(전도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가 큰
전도회라면, 프로그램 기획, 진행,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에서 갖는 모임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 보다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i. 프로그램 기획 위원회: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단상 꾸미기.
2. 순서지, 설교 관련 자료, 또는 다른 선물의 준비 및 배부
3. 출석과 기록 관리.
ii. 음악 위원회: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Song Service
2. 특창 준비
3. 호소창 준비
iii. 기술 위원회: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음향 시스템 설치, 운영, 점검
2. 프로젝터 및 전기 기기의 설치, 운영, 점검
iv. Childcare 위원회: 이 위원회는 매일 밤 Childcare를 책임진다.
v. 청소년 프로그램 위원회: 규모가 큰 전도회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몇 OLT 팀원들이 이 중요한 사역에
배정될 수 있다. "오늘을 위한 진리 그리고 내일을 위한 희망”시리즈의
청소년용 프로그램인 “청소년을 위한 진리”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다.
www.sharehim.org의 “Resource” 메뉴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다.
vi. 환영 위원회: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도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설교에 관한 자료와 결심 카드를 나눠주는 일이다. 결심 카드는
http://www.sharehim.org/decisioncards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가정 집회나 교회 안의 청소년관에서 열리는 작은 전도회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회 전이나 후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vii. 방문 위원회: Boot Camp 기간 동안에, 전도회 기간 동안의 방문에 대해
특별히 강조 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결심한다.

이 사역은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전도 사역에서
방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화잇 부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떻게 세 천사의 위대한 기별을 전하는 일이 마쳐질 수 있는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인내있는 노력으로 마쳐질 수 있다.”
청중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지만, 전도회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구도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 종류의 방문이 있다.
1. 복귀 방문:
a. 이들 동안 연속으로 전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하라. 이 때의 방문은 구도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구도자의 집 문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
b. 구도자가 받지 못 한 설교 자료를 가져다 주고, 다시 초대하라.
구도자가 집에 없는 경우에 설교 자료를 집 앞에 놓아 둘 수
있는 봉투를 준비하라.
c. 대화 샘플: "안녕하세요, Jones 부인. 제 이름은 John입니다.
“계시록의 희망”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전도회에 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여하실 수 없었던 세미나의 자료들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때 세미나 자료들을 주라.) 다음
세미나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계시록의
영광스러운 Climax’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구도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하고
말하고, 구도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금요일에 못 오신다니
아쉽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괜찮으시겠습니까?”
2. 안식일 방문:
a. 이 방문은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공부 후나 안식일의 변경에
관한 공부 후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호소 후에 하는 방문이다.
b. 이 방문의 목적은:
i. 구도자가 안식일 진리를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ii. 구도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
iii. 안식일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결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요하지 말라. 이 단계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알아

들었는지 확인하고, 성령이 확신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이해했다면, 안식일 준수를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c. 안식일 방문은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 전도회 장소에서 직접 약속을 정할 수 있다.
d. 전화 대화 샘플: "안녕하세요, Jones 부인. 제 이름은 John입니다.
‘희망의 계시록’ 전도회에서 전화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사모님
댁 주변에 갈 예정인데요, 사모님께 전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요. 7시 정도에 잠깐 들려도 될까요?”
e. 이 방문 도중 중요한 질문:
i. 전도회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ii. 지금까지 배우신 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iii. 성경적 안식일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iv. 성경적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이 받아 들여지십니까?
v. 구도자의 의견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 성령이 확신시키고
결심시키게 하라. 잘 경청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도록
격려하라. 긍정적이고 친절하라. 논쟁에서 이겨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안식일에 대해
이해했다면, 교회에 초청하라.
f. 안식일 초청 대화 샘플: "Jones 부인, 이제 성경적 안식일이
진리라는 것을 아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3. 침례 방문:
a. 이 방문은 침례에 대한 공부 후에 하는 방문이다.
b. 이 방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구도자가 진리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라.
ii. 구도자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질문에 답하라.
iii. 침례 받도록 격려하라.

c. 전도회에 참석한 회수가 많을수록, 구도자는 더 많은 기별을
들었다. 방문하는 동안, 성령의 감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격려하라.
d. 이 방문을 위한 약속을 정하라. 위의 ‘안식일 방문’의 전화 대화
샘플을 참고하라.
e. 결심 카드에 침례 결심이나 입교 결정을 표시했다면, 그 결정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들의 결심을 격려하라.
f.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침례 날짜를 정하라.
g. 침례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라.
h. 결심 카드에 침례 결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침례받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
i. 대화 샘플: "Jones 부인, 어제 저녁 세미나에서, 성경적 침례에
대해 공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 받으셨는지도 배웠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ones 부인,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답이 “예”든지
“아니오”든지 “한 사람이 침례받기로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2주 후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례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까?”
viii. 기도: 첫날부터 OLT 모임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왔다. 이제, 이
추수의 시간에, 죄의 세력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할 때, 기도는
다시 중요해진다. 모든 OLT 팀원들이 전도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저녁 전도회가 진행될 때, 성령의 부어
주심을 위해, 두 세명의 특별한 그룹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일이 필요하다.
iv.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료들: 위의 질문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ShareHim
홈페이지에 설교자 신청을 한 후에, 합회의 승인이 있으면, ShareHim의 전도

시리즈인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이 설교자에게 발송된다. 하지만,
팀에서 꼭 이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6개월 단위로 전도 시리즈가 반복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교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다음은 교회에서 사용 가능한 수확 자료(전도회 자료)의
일부분이다.(자세한 자료는, ShareHim 홈페이지에 SRC를 이용바람)
a. ShareHim: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 (버전 B)

b. ShareHim: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 (버전 A)

c. ShareHim: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버전 C (2009년 중반에 완료 예정)

d. 새로운 시작
e. 예언 세미나
f. 계시록 세미나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1시간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 모든 프로그램을 1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라. 어떤 장소에서든지,
다음의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a. ShareHim에서 보내 주는 ‘예수’ 비디오를 상영하라. 15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매일 한 파트씩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임을 예수님
중심의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다.
b. 그날을 위한 기별을 설교하라.
샘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Song Service
2. 환영과 기도
3. 특송(공식 모임이라면)
4. 예수 비디오 상영
5. 설교
6. 마치는 기도
여기에서 원리는: 단순하게 진행하고 진행 시간은 1시간 이하로 하라.
v. 광고 위원회: 전도회 장소와 강사가 정해지고 다른 준비가 마무리 됐으면, 이제는
광고를 해야 한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제안과 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아래의 광고의 주 목적은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해 온 구도자들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광고비로 너무 많은 자금을 사용하지 말라. 몇 백 달러를 가지고도,
구도자,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광고지와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 다음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생각해야 할 질문들이다.
a.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가? 많은 선택이 있다.
i.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공중파 TV 프로그램. (SRC에 “advent Report” 참고.)
ii. 전도회 광고지 배부
iii. 포스터
iv. 플래 카드
v. 구도자에게 보내는 손으로 쓴 편지
vi. 라디오 광고
vii. 지역 신문 광고
b. 언제 광고를 시작해야 하는가? 광고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안 된다. 어떤
광고도 전도회 시작 3주 전이나, 1주일 후에 시작하면 안 된다. 이상적인
것은, 전도회 2주 전에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좋다. 너무 일찍 보내면 잊어
버리기 쉽고, 너무 늦게 보내면 사람들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c. 광고 관련 물품은 어디에서 주문할 것인가?: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들을
구입할 수 있다. 밑에 있는 첫번째와 두번째 회사는 재림교회 내에서 잘
알려지고 신뢰받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는 직접 전도회 광고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광고지, 교회 주소가 인쇄된 편지지, 포스터,
플래카드 등 많은 물품을 제공한다. 세번째 회사는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최단 시간에 인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i. Color Press: www.adventistevangelism.com/geadvertising.
ii. Hamblin Company: www.handbills.org.
iii. PrintPlace: www.printplace.com
C. 설교 & 가르치기: 기도와 씨 뿌리는 작업(전도회 준비 작업)과 실제 추수 행사인 전도회
준비 후에, 실제 선포인 전도회는 큰 영적인 활력을 줄 것이다.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계 14:6-7)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Boot Camp의 설교 준비에 관한

세미나를 듣기 원하면, www.media.sharehim.org/preparingtopreach.html에서 들을 수 있다.
하나는 영어이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어 통역이 포함돼 있다.)
a. 설교 연습:

합회가 주관하는 전도 훈련 학교에서 설교와 성경 교수 준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합회로 연락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강조했지만, 설교 전에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최소
3번은 큰 소리로 원고를 읽어야 한다.
i. 첫번째 검토: 첫번째로 설교를 읽을 때는 설교의 주제와 친숙하게 되고,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읽기 쉽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원고의 주제나 단어가 매끄럽지
않으면, 다시 검토해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ii. 두번째 검토: 두번째로 설교를 읽을 때는 열성을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적절하게
강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iii. 세번째 검토: 마지막 예행연습은 거울 앞에서 해야 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제스처에 신경 써야 한다.
b. 설교 순서: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 시리즈는 이 핸드북의 마지막이나
다음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 http://www.sharehim.org/sermonschedule.

4. OLT & 복음으로 사는 삶: 보존: “침례받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은 채 여기 저기

방치하는 것은 먹이를 찾는 여우 앞에 방치하는 것과 같고, 원수의 목표물이 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Letter 60, 1886.
마 28:18-20의 복음 대명령을 다시 살펴 보면, 이 명령-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마지막
목적이 단지 새로운 신자에게 침례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수를 보존하는 일은 선교 주기의 다른 일만큼 중요한 일이다.
Sowing Resource Catalog(파종 자료집)에는,

팀원들이 전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다음은 팀으로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다.
a. 영적 멘토 프로그램: Amazing Facts 전도단에서는 아주 좋은 영적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RC에 자세한 정보 참조 바람.) 이런 프로그램의 요점은 새로운 교인과
다음과 같은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존의 교인과의 연결이다.

i. 서로에 대한 책임: 새로운 교인이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지 살피고 친구가
되어 주라.
ii. 다른 팀원에게 소개: 교회의 다른 교인들에게 새로운 교인을 소개하라.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1년 동안 6-7명의 친구를 사귀면 교회에 남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iii. 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 멘토는 또한 새로운 교인에게 교회의 여러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b. OLT 회원: 위의 멘토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새로운 교인을 OLT 모임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위의 모든 제안들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이유
외에도, OLT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실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나누는 일이다. 새로운 크리스찬을 이단에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OLT 모임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교인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비교인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자를 소개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들의 ‘첫사랑’의 경험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s):
1. ShareHim 홈페이지의 “지역 교회 로그인”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홈페이지의 “지역 교회 로그인”서비스는 지역 교회가 다음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a. 모든 OLT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
b. ShareHim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든 OLT 회원과 이메일로 연락하라
c. 다가오는 추수 모임(전도회) 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d. 지역 교회가 선택하여 결의한 전도회에 설교자로 지원한 명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명단 중에 원하는 설교자를 정하여 그 설교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일정이 맞으면, 합회 부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 합회도 같은 시스템으로 모든 OLT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다
로그인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는 합회로부터 암호를 교부받아야 한다. “지역 교회
로그인”을 누르고 합회와 지역 교회를 선택하면, 합회의 부장과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고, 합회의 부장에게 암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암호를 받으면, OLT 회원 중 암호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한 사람 이상의 설교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한 사람 이상의 설교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설교의 연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3명의 설교자까지만 허용된다.
2. OLT의 회원 숫자는? 이상적인 인원은 7-12명이지만, 2-20명까지도 가능하다.
3. 비 재림교인도 OLT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추수 사역에 동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4. OLT 초기 단계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로, 목회자는 OLT에서 활동적인고
성실한 회원이 되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 목회자가 팀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고, 코치, 멘토, 자료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
5. 설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ShareHim의 기술지원
핫라인은 870-342-5341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된다.
6.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 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ShareHim 홈페이지의
기술지원은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가능하다.
a.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라:

allan@sharehim.org

b.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라:

info@sharehim.org

c. ShareHim 사무실 전화번호 423-236-4856
7. OLT 모임은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야 한다. 선교
주기에 들어간 후에는, 두 번 이상씩 만나야 한다.
8. ShareHim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용 교재가 있는가? 청소년을 위한 “오늘을 위한 진리”
시리즈가 개발되어 있다. 이 자료는 www.youngdisciple.com/Truth4Youth/의 “Resource”
메뉴에서 주문할 수 있다.
9. OLT 팀장의 임기는? 이것은 팀이 결정할 문제이다. 사단이 팀 지도력을 이용하여
분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10. OLT는 어떻게 선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ShareHim의 원칙은 “복음으로 사는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가장 효율적임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직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11. 기존의 교회 부서와 OLT가 어떻게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가? OLT는 기존의 교회
부서와 교회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모임이다. OLT의 씨 뿌리는
작업인 건강 세미나, 지역 사회 봉사, 청소년 사역과 같은 사업은 기존의 교회
부서들과 함께 일할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협력과 상호 존중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OLT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가? 선교 사업이 끝나고, 예수님이 영광의

12.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날까지 일해야 한다.
13. 국내의 다른 전도회에서 설교하기로 지원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교회에서 자신들의 교인을 설교자로 결정하지만, 지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 교회가 다른
합회 소속인 경우, 그 교회에서 전도회 강사로 초청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가 소속한 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14. 결심 카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ShareHim 홈페이지의 “설교자와 봉사자를
위한 핸드북”에서 다운 받거나, 다음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된다.
www.sharehim.org/decisioncards/
15. 추천할 만한 호소 노래가 있는가? ShareHim에서 추천하는 호소 노래는 ShareHim
홈페이지의 “설교자와 봉사자를 위한 핸드북”에서 다운 받거나, 다음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된다.

www.sharehim.org/appealsongs/.

6. 자료:
A. 책 “Empowered Church”(능력받은 교회):

Amazing Facts에서 계속적으로 선교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출간한 아주 실제적이고 특별하고 유용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OLT의
활발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ShareHim에서는 이 책을 Amazing Facts에 주문하여 구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주문하면서, ShareHim에서 일하고 있고, 내년에 전도회를 계획
중이라고 얘기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문 번호: 916-434-3880.

B. 책: 선교의 삶을 사는데 소중한 도움을 주는 다음의 책들을 추천한다.
a.
b.
c.
d.
e.
f.
g.
h.

White, E. G. Evangelism. Review &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0.
White, E. G. Christian Service. Review &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Sowing Resource Catalog – available at http://www.sharehim.org/sowing-resource-catalog
Morris, Derek. The Radical Prayer. Review &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08.
Folkenberg, Robert S. Jr. Health for the Harvest. NADEI. 2001.
Hybels, Bill. Just Walk Across the Room. Zondervan. 2006.
Finley, Mark. Studying Together. Hart Research Center. 1995.
ShareHim – Idaho. www.mxpowerteam.com.

C. OLT 일정 & 배부물:
a. OLT 일정 샘플: 이 핸드북의 13쪽 아래의 “계속되는 행사”를 참고하라.
b. 팀장의 일정: OLT 리더들과 만난다면, 첫 만남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순서이다. 정규
OLT 모임의 순서도 나와 있다. http://www.sharehim.org/olt-facilitators-agenda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c. 설교의 선택과 순서: “오늘을 위한 진리, 내일을 위한 희망” 시리즈 설교에서 다음의
설교 순서를 추천한다. ShareHim 홈페이지의 “Handbook for Speakers & Helpers”
메뉴에서 다운 받거나, 다음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된다.:
http://www.sharehim.org/sermonsche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