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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도 훈련학교 제4일 ‘후속양육’ 

 

I. 전도훈련 학교 제4일차 양육 훈련과정의 목표 

목표: 전도자가 후속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한다.  

- 전도의 열매를 맺자고 이야기할 때 ‘전도는 곧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양육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후에 곧바로 이어서 후속양육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II. 주제 성구 

[마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_______를 내게 주셨으니 그

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________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________  ________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속에는 전도와 양육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________와 _______을 연속적으로 행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간 전도 후 곧바로 양육하지 못해, 구원의 확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 주제 : ‘전도하고 반드시 양육하자,  

씨를 뿌리기 전후로 물을 주자,  

씨 뿌리는 농부를 물과 양분을 잘~ 준다.  

- 목적 :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매번 씨만 많이 뿌린다

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양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돌보는 양육이 필요하다. 

즉 양육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후 반드시 양육하자 

- 용어정리:  

후속 양육: 전도된 사람을 몇차례 만나면서 양육하는 과정 

지속 양육: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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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전도자를 통한 전도와 양육 방법 외에 지금까지도 다른 

대안을 두시지 않으셨다. (조셉 알드리치, 생활전도에서) 

 

III. 전도와 후속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전도자의 문제점 

(생활전도, 조셉 알드리치 p13-) 

초대교회 전도자들(사도, 제자, 전도자)들에 비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나치게 ________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대인 관계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 ‘전도에 있어서 인간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

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도하는 자세로 사람들과 사귈 능력도 없

음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복잡하다. 

- ‘빠르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전도/양육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잘못된 전도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 ‘전도자의 임무란 단지 물고기를 어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전도자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장벽과 신학상의 잘못들이 합쳐져 전도를 어렵게 만든다. 

-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전도자는 인격적인 접촉이 없이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보통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고 몇 년이 지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없어진다. 한편 예수는 죄

인의 친구라 불려졌음을 상기하자’ 

 

다섯째, 복음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적 표현에 있어서 균형 문제가 있다. 

- ‘복음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민와서 여러 정착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할 때, 아플 때, 자녀일로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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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전도/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구속을 위한 ‘관계 형성’

과 ‘관계 성장’에 있다.  

 

소그룹 토의  

1. 조셉 알드리치가 분석한 전도자의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한 부분들을 나눠보자.  

2. 그외 전도자로서, 나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눠보자. 특별히 사랑의 수고와 섬

김의 수고로 맺어가는 관계, 은혜 베푸는 관계에 대해 나눠보자. 

 

IV 후속양육을 위한 준비 

골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

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Col.1:28 We proclaim h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이러한 각 사람들은 우리와의 관계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전도 과정을 ‘관계

전도’라고 한다.  

 

* 다음 그래프는 관계전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관계 전도가 25%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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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조성 작업 – 전도된 사람과의 몇차례 만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 준비

하자. 

(1) 1-1 단독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친근한 사람들과 2-1 또는 3-1로 만날 것인가을 결정하자. 

후속 양육도 팀전도로 하는 것이 좋다.  

 

(2)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짚어갈 수 있는 소책자를 준비하자  

- 새로운 삶 시리즈 2권 ‘시작’으로 5회 만남을 기획한다. ;  

- 네비게이토 1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으로 3회 만남을 기획한다. ; 

- 네비게이토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 5회 만남을 기획한다. 

 

전도 이후 곧바로 후속 양육을 할 수 있도록 2~3가지 소책자들을 미리 익혀 두자.  

(군인은 전쟁에 임하기 전, 자기 무기에 숙달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소그룹 토의  

3. 전도후 후속 양육의 경험을 나눠보자. 

4. 추천할 만한 소책자가 있으면 나눠보자.  

 

2. 새생명을 위해 전도 시작 전부터 후속 양육이 마칠 때까지 그의 구원과 주의 도우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자 

골4: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Col.4:3 And pray for us, too, that God may open a door for our message, so that we may 

proclaim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in chains. 

 

3. 장소와 시간 선정에 신중을 기하자 

(1)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 

(2) 첵크 사항: 테이블과 의자, 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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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후속 양육 진행 

후속 양육을 진행하는 동안, 주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단 한 영혼이라도 사랑과 격려로 섬기는 관계가 중요하다.  

 

VI. 후속 양육을 마친 후  

교회의 양육 과정들을 소개한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하며 구원의 여정을 돕는다.  

목장모임에 초대한다. 

 

 전도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열매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