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수첩 사용 예시
▪ 흑백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사랑 실천 CHECK LIST는 전도대상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리스트화하였습니다.

▪ 리스트를 참고하면서 심정일지에 기입하여 체크 칸에 체크하면 됩니다.



▪ 대상자 인적카드는 총3장입니다.

▪ 대상자를 만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기록하여 내용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출력하여 정성수첩과 따로 파일에 넣고

관리해도 좋습니다. 전도단이나

학사에서 다른 멤버들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심정일지는 앞뒤로 출력하면 일주일에 1장입니다.

▪ 한 장에 네 칸이 있고 한 주를 되돌아보는 칸도 있습니다.

▪ 다음주 목표 CHECK LIST에는 참사랑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학습이나 일과 등

삶에 대한 실천 항목을 기입해도 좋습니다.

▪ 이 용지는 필요한 만큼 출력하여 계속 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예시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월 7일 (일) 65

전도를 나갈 때, 전도를 나가는 동기가 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기가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내적목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한다.
외적목표 : 대상자 초대하기,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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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요즘 사진 보내기
후배 커피 한 잔 사주기

✔

오늘은 하루 시작할 때 훈독회에서 인상깊었던 말씀을 기억해놨다가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려서 저녁까지 시간을
애매하게 보낸 것 같아서 아쉬웠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녁식사
전에 3명만이라도 말을 걸어보자고 전도 나갔더니 한 사람을 만났다. 하늘이
아무리 부족한 나에게도 회계하고 한 순간에 다진 그 결의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것 같았다. 오늘 만난 친구를 하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 말씀
천일국시대 뜻길 신앙의 장 “전도＂/ “믿음의 자녀” 등
*꼭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어도 됨

✏체크 리스트와 내외목표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숫자 기입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100%)

✏목표는 전 날 밤이나 훈독회 후에 설정
내적목표를 일주일 같은 내용으로 가도 되고 결의하는 식으로
써도 좋음 (“~되겠습니다!”)

✏전도대상자(친구)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해주기
따로 첨부된 파일에서 참사랑의 실천 CHECK LIST 참조
그 날에 하면 를 표시하고 실천 못했으면 연기(언제인지 날짜
기입하면 좋음)하는 마크 등 자기만의 룰이 있으면 더욱 좋음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그 때 느낀 내용을 써도
좋고, 하루에 대한 반성이나 감사하는 일을 적어도 좋음. 너무
외적인 내용만 쓰지 않도록 함.
전도단 관리자나 학사 공직자 등 멤버의 아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심정일지에 코멘트를 남겨주면서 멤버의 느낀 점을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연결해주는 것도 좋음.

6월 9일 (화) 88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는 시련을 주신다. 그래야 사탄의
참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적목표: 하늘부모님의 한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외적목표 :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밝게 인사 나누기, 윗몸 일으키기 40회

✔

✔

아버지 전화를 걸어 대화 나누기
대상자A 를 위해 21 배 경배 정성 드리기 ✔

오늘은 평소보다 바빴지만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보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부활한 느낌이 있는데
위하여 살 때 본심이 기쁘고 더 해주고 싶다고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감각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한 걸음 더 참부모님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오늘은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해왔던 일에 대해
---에게 보고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리는 부분도 있었고 ---의 경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어 공감이 되고 말씀도 알려주셨다.
내 안에서만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아벨에게
보고하면 하늘부모님께 보고가 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았던 것 같다. 하루하루 후회없이 살 수 있도록 보고 자주하고 연락도
잘 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멈추지 말아야겠다.

6월 10일 (수) 97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눈물, 사랑하는 땀, 사랑하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내적목표: 참어머님의 심정을 닮은 자가 되겠다.
외적목표 : 노방전도 1시간 나가고 대상자 한 명 초대하기

✔

✔

친구A 어머니 건강에 대해 기도해주기
친구B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