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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전도 사역은 수요,주일에 있습니다. 

수요이슬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12:30 

은혜채플,주일이슬비는 매주 오후 1-2:30 본당 2 층 

204 호에서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는 지속적인 엽서쓰기를 통하여, 관계를 맺어 

전도하는 관계전도입니다. 

특별히 일회적인 전화나 말과는 달리 지속적인 엽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하고 자신의 삶을 뒤 돌아 

볼수 있게하는 전도방법입니다. 영혼구원 대상자에게 글과 

엽서를 통하여 대화하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슬비엽서로 촉촉히 적셔,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합니다. 

이슬비는 누구나 할수 있는 전도방법입니다. 오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탁월한 글쓰는 제주가 없어도, 오직 전도열정과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메세지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슬비전도는 태신자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고,마음의 문을 열게하는 관계전도이면서 또한 

편지전도이기에 대상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 구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끔은 편지를 쓰면서 적절한 때에 전화심방과 직접적인 

초대나 

1. 제 5 기 사랑전도학교에 오신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이번주강의는 이성진목사님이 다양한 전도법을 가지고,다음주에는  교회에 Glow 행사관계로 인하여 휴강하지만 

계속해서 조원과 교재하시고 이성진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참석하신분,조장, 찬양,접수,식사,음료,간식,사진등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 5 주동안, 끝나고 나서 주님의 전도자로 잘 세워지기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저녁 7 시부터 식사를 합니다. 일찍오셔서 성도간에 좋은 교재의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6. 11/7(목) 전체사진촬영을 합니다                 

7. 기타문의는 김찬열 집사(714-393-0704,chanyulca@gmail.com)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 겠 습니다 

방문을 곁들인다면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될것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이슬비엽서에 쓰여진   이야기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있습니다 . 가끔은 삶의 지침서로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때도 있습니다.이슬비사역을 시작할때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이후에 목사님의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과 영혼사랑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도 잠시가지게되며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이슬비 엽서쓰기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슬비엽서 모음집과 이슬비편지예문도 있어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식구들 중에 또는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중에 불신자 혹은 낙심자가 있다면, 이슬비 

엽서쓰기에 함께 조인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자신도 기쁨이 넘치는 편지쓰기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http://www.sarang.com/cafe/srcc_mission/?la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