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부흥
전도운동

총회와 함께
전도에 도전하세요!

강사요원 훈련

7주 전도

샬롬부흥 축복전도샬롬부흥 축복전도
강사요원 훈련강사요원 훈련

일시 | 2022. 11. 22(화)일시 | 2022. 11. 22(화)
장소 | 주다산교회당장소 | 주다산교회당

샬롬부흥
7주전도

전국교회 총동원 전도 주간 |
2023. 1. 29(주일) ~ 3. 19(주일)

샬롬부흥운동본부는 노회가 파송한샬롬부흥운동본부는 노회가 파송한

강사요원을 훈련시켜강사요원을 훈련시켜

노회별로 샬롬축복전도가노회별로 샬롬축복전도가

진행되도록 돕습니다.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총회와 함께하는 7주 전도

준비

샬롬축복 현장 전도

1주차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

2주차

담대한 확신으로 행하는 전도

3주차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

4주차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

5주차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

6주차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

7주차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

D-day

초청주일 (블레싱 데이)

샬롬축복전도 톺아보기

샬롬축복전도
방법

샬롬축복전도
방법

① 인사하기

② 사업장 및 사장님, 알바생 칭찬하기

③ 교회 다닌 적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지 묻기

④ 여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축복 편지(전도지)와 선물 주기

⑤ 명함을 받고, 자신의 명함을 주기

⑥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전하고

반갑게 인사하기

⑦ 기도 제목을 받아 매일 기도하기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전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전도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소중한 하루를 위해
매일 채우는 신앙 에너지,

위기와 침체의 시기,
회복의 비전, 축복전도로 부흥을 꿈꿉니다.

만나다

맺다

보다

걷다

샬롬축복전도란?샬롬축복전도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법이자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법이자

하나님의 주권적 전도입니다.하나님의 주권적 전도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2)(마 10:12)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을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을

선포하는 방문 및 관계 전도를 말합니다.선포하는 방문 및 관계 전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일일이 방문하여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일일이 방문하여

축복 편지(전도지)를 함께 읽고,축복 편지(전도지)를 함께 읽고,

영접 기도 및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영접 기도 및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샬롬축복전도를 통해 축복셀(구역)을샬롬축복전도를 통해 축복셀(구역)을

형성하고 블레싱 데이(2023. 3. 19 주일)에형성하고 블레싱 데이(2023. 3. 19 주일)에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의 군사여,
일어나라!

왜,
샬롬축복전도인가?

샬롬 축복전도로
부흥하라!총 진군식

대부흥 수련회

블레싱 데이

총회 샬롬부흥전도대회
총 진군식

일시 | 2022. 11. 3(목)
장소 | 주다산교회당

샬롬 전도일꾼샬롬 전도일꾼
대부흥 수련회대부흥 수련회

일시 | 2022. 12. 19(월) ~ 21(수)일시 | 2022. 12. 19(월) ~ 21(수)
장소 | 강원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장소 | 강원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

총회총회
전국교회전국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총동원 전도주일
블레싱 데이블레싱 데이

일시 | 2023. 3. 19(주일)일시 | 2023. 3. 19(주일)
장소 | 전국교회장소 | 전국교회

1000개 교회, 10만 셀(구역)을 목표로
전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한국교회의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도록전도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주여,

축복전도로축복전도로

샬롬부흥을 주소서!샬롬부흥을 주소서!

주여,주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소서!한국교회를 세워주소서!

주의 군사여,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성장하고

누룩같이 번져가야 합니다!

왜,
샬롬축복전도인가?

1)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2) 교회의 필요 때문입니다.

3)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4) 실제적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샬롬 축복전도로
부흥하라!

블레싱 데이는 전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결실의 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인이 감소하고,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총회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복음의 군사를 재무장시켜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