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모임 교재 (FY2018-33주)

협력하여 VIP를 섬기는 지혜
전도서 4:9-12
마음의 문을 열며)
지난 주간에 VIP(전도대상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섬김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를 나누
어 보세요.
성경은 혼자보다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함께 섬기며 복
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원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VIP에게 다가가 섬길지를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1.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의 부족함과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부름 받
기를 거절했습니다.(출 4:10-13) 혼자 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더 큽니다. 두려
움이나 주저함으로 전도의 기회를 놓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2. 대부분의 일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면 위로가 되고 두려움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능
률도 올라갑니다.(전 4:9-12)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각자 낚싯대로 고
기를 잡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력하여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
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눅 10:1)
1) 다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짝지어 사역하게 하셨나요?
(출 4:13-16, 행 11:25-26, 행 18:1-3)
2) 우리가 짝을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인가요?(고전 3:6-9)
3. VIP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거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
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VIP를 정하지 못한 사람도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전도할 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VIP에게
는 어떻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누어 보세요.
1) VIP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고, 어떤 성향과 기호를 가지고 있는 지를 관찰하여
어떤 섬김이 효과적일지를 나누어 보세요.
2) 섬김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은사에 따라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준비하고 진행
하는 것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3) VIP를 위해 그리고 순원들의 협력을 위해 매일 기도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세요.
마음을 주께 드리며)
1. 순원들이 팀워크로 VIP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VIP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2. VIP를 순으로 초청하는 5월 18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번주 '한사람 생명축제' 준비는 이렇게)
1. 순원들이 팀워크로 VIP를 만나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2. VIP와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 할만한 실천을 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