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9일(주일) 속회공과
전도기간이란/ 고린도전서 2:1-5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통 259장)
지난주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기간이란 어떤 기간입니까? 이 기간을 어떻
게 보내야할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1.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의 포문은 기도할 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불
러 청하라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다는 환상을 통해 그간 내외하던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도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야할 사람을 알려주
시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며, 해야할 일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전도는 전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
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준비를 시켜주시고, 전도할 사람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기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기도할 때 전도할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2.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직위나 업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해야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세상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그러나 인격
과 성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말을 건네기 이전에, 그리스
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
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삶입니다. 평생에 이뤄가야 할 일
이지만 전도기간에 더더욱 힘써야 할 일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 나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3. 언변이 아닌 성령으로 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변이 없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천하의 바울사
도도 전도할 때 떨리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
로 여겨지는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바울은 글은 잘 써도 말은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언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의 유려함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믿음 역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
다. 말솜씨가 없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할 지 가르쳐주시고, 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 언변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 플러스가 됨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일단 시작합시다
구역과 각 부서에서 준비된 전도와 기도회 일정에 참여하여 전도할 준비를 시켜주시고 부족한 언변을 통
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