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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도 통합 솔루션 세미나

지역분석 - 현장전도 - 변증설교 - 새가족관리

사람들이 전도가 안된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매주 등록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교회는 되는데 우리교회는 안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집회와 전도 일일 세미나도 했지만 결실이 없다면 
10주간의 전도자 훈련과정을 통해 매주 전도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관리

새가족 초청 예배후 비크리스챤들이 교회로 초청되어 오지만 교인으로 등록하기란  쉬지 않습니다. 
도형심리를 활용하여 새가족 관리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좀더 정착율을 높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증전도 / 변증설교

새가족을 초청했지만 기존성도들에게 맞춘 설교방식과 내용, 불신자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새가족초청잔치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증전도, 변증설교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분석

해외 교회들은 GIS(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척하기 전에 지역의 리즈를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교회,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들을 설립합니다. 

국내에서도 백석총회 개척학교에서도 지역분석을 통해 개척지역에 맞는 전도전략을 세우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분석은 지역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리즈와 원즈를 분석하여 

개교회만의 전도전략을 구축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정보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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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세미나 강사 소개

고재관 목사

  트리플전도학교 교장으로 순복음한성교회(90명), 천안성실교회(75명), 성도순복음교회(98명), 상계감리교회(75명), 

아산예전교회(378명), 시온산교회(115명), 동도교회(80명), 부산영락교회(212명), 양문교회(74명)등 전국 교회를 순회

하면서 일일 전도 집회에서부터 전도대원들을 10주간 집중훈련 과정을 통해 매주 등록하는 교회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 전문목사이다. 저서로는 전도수첩, 스마트전도법등이 있다.

 

유성국 목사

  도형심리학교 학술이사로 아름다운동행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명교회 목회자모임, 교회정보기술연구

원, 인천푸른사랑교회, 조은선교회 봉사자교육, 월드비젼, 도봉구청 재능기부자, 한국도형심리학회 강사반등에서 강

의를 진행하였으며 도형 심리를 활용한 전도방법을 연구하여 보급 중에 있다. 

안환균 목사

  변증전도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사랑의 교회 교리대학 및 대학부 수련회 변증설교 특강, 오륜교회, 부

전교회, 할렐루야교회, 금란교회, 창대교회, 나들목교회, 강남교회, 월드와이드교회, 감신대, 기독실업인회에서 변증전

도에 대한 특강과 교육을 통해 변증전도와 설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C채널TV, CGN TV, 국민일보, 조선일

보, 극동방송, CBS TV등에서 변증전도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소식, 트위터에서 

만난 예수, 7문7답등이 있다. 

이동현 목사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역을 통해 국내 교회, 해외선교지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

사들에게 IT기술을 활용한 복음사역을 돕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사역중이다. 지역교회에 맞는 전도대상자 분석과 지

역주민들의 리즈등을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전도전략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광천감리교회, 밀알교회, 

예수소망교회, 울산동산교회, 유성교회, 이수교회, 기성총회 지방회 소속 교회등을 분석 하였으며, 백석대학교 개척

학교, 기성총회 지방회, 백석대학교 미디어동호회, 협성대학교, 협성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분석 등의 특강을 진

행하기도 하였으며 저서로는 구글완전정복1,2,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선교적활용, 스마트전도법등이 있다.   

*** 본 세미나를 마친 후 8주간의 전도학교를 개설합니다. 일일 3시간씩 총 24시간 동안 4명의 강사들이 직접 강의

하는 전도실무 교육과정입니다. 현장전도법, 새가족관리법, 변증설교법, 지역분석법등을 통해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등록 및 접수 : 교회정보기술연구원 070-7001-4569)



http://citi.or.kr

- 3 -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만들기
  

트리플전도학교

교장 고재관 목사

  목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목회자

로 능력을 받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될

까요. 다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늘날도 전도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교

회들의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목회자 준비

 (1) 목회자 전도 능력 받기

 (2) 목회대상 넓히기

 

2. 교회 준비

  (1) 전도 분위기 만들기

  (2) 칭찬받는 교회 만들기(행2:47)

3. 성도 준비

  (1) 전교인이 동참하는 쉬운 전도(대그룹)

  

  (2) 전도팀이 하는 전도(소그룹) 

  (3) 생활전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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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도 전문가 육성

4.  매주일 등록 전도

 

5. 2015년도 전도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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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심리를 활용한 새 가족관리

도형심리학회 

학술이사 유성국목사

1. 도형으로 살펴보는 자아발견

2. 새 가족 도형 심리 분석지

3. 도형 심리 분석 기초이론 - 기질별, 장점과 극복할 사항과 특징

4. 4가지 기질을 도형으로 형상화한 분류 표- 성경인물 / 직업 /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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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를 통한 자아 발견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직  업

E-Mail 거주지(시,구,군) 혈액형

                                 ▣ 그리는 요령 ▣

○ □ △ Ｓ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1가지 골라 아래 그림 안에 크기나 위치에 구애 없이 3번 그

립니다. 나머지 도형 3가지는 1번씩 자유롭게 그립니다.  

                                                      (불법복제금지!-한국도형심리상담학회자료Ⅰ)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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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질 성격유형      장점 및 칭찬       개선할 점   진로 및 적성

1차   
1

2

2차
3

4

3차
5

6

4차
7

8

칭찬
9

심 리

분 석 

및

현 실

상태

특징:

이 상

심리

상태

        과거 원인으로 인한 상태 - 확인요구      현재 원인으로 인한 상태 - 확인요구

재

상담

대상

확인할 점 : 성문제, 우울증, 편집, 상처, 조증, 닫힌마음      자신감 및 에너지부여 / 칭찬카드

전 문

상 담

요 구

대상

인과관계상담 및 상처이유   가정환경과 심리상태     직업과 심리상태 현 상황과 개인 심리

기타 ● 도형상담해석자의 의견 반드시 참고 상태 확인 –  상담 진행

< 새 가족 도형 심리 분석지> 공개- (상담자)

 
 (대상 : 새 가족 )                                 * 사용용도 :  교회 내 적절한 부서 봉사 배치  
 성명:           성별(남, 여)  생년월일:               직업:               혈액형:         날짜:     
                                          

                                                    (불법복제 및 외부유출금지 - 한국 도형심리 상담 학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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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Round, 다혈질)
 - Sanguine ,
   Sanguineous

△(Triangle,담즙질)
 - Choleric

□(Square,점액질)
 - Phlegmatic

S(Confused, Other Modes
 우울질) - Melanchoria

장

점

1
이야기를 
잘한다.

의지가 강하다. 대체로 조용한 성품이다. 재능이 뛰어나다.

2
외향적 
성격이다.

새로운일 잘할수있
고 마음의동요없다

서두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3 원수가 없다. 자립심이 강하다. 신뢰성이 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4 다정다감하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다

일을 조리 있게
한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다.

5
상대를 
배려한다.

생산적인 생각을
잘한다.

안정적이다. 성품이 순수하다.

6
상대의 필요를
먼저 안다.

단호한 결정을 
잘 내린다.

과거적 직관력이
있다.

이상주의적이다.

7
열정적 감정적 
흥분을 잘한다.

지도력이 탁월하다
지도능력이
탁월하다.

아이디어가 많다.

8
수용능력이
뛰어나다

늘 자신감이
넘쳐있는 형이다.

침착하다. 충성심이 특별하다.

9
*한번 집중하면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극

복

할 

사

항

1 의지가 약하다 화를 잘 낸다. 지적을 잘한다.
상대에 부정적대응함
이기적으로 보인다.

2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잔인할 때가 많다.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부정적 논리력 발달
방어기제 부정적발달

3
미훈련된 상태의가능
성이 크다.

냉소적이다. 우유부단하다.
마음의 한이 깊이 자리잡는 
스타일

4
전문성이 부족할수 있
다.

충고를 받아드리질
않는 스타일이다.

냉정하다.
비현실적,형이상학적
순수이상형 사람

5 귀가 얇다.
생각이 얕을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이 많다.
현실적 감각과
사고가 부족하다.

6
신용을 잃기
쉽다.

거만한 성격이다. 추진력이 떨어진다
비사교적 ,혼자 사고
하길 좋아한다. 

7 자기중심적이다. 장점을 적극개발하라
혼자일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8 과장이 심하다. 장점 미개발-단점

9
보고가 부정확
하다.

10
겉보기엔겁없을
듯 하나 속으로 는 
겁이 많다.

특

징

1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부모님의 생활력이
강한가정에서 많이나옴

부모님직업 사회적 
존경받는 사람에게
서 많이 나온다.

한쪽 부모 없는 경우
많이 발생 한다.

2 우리나라의
보편성,대중성

젊은이많음 최근에
여성들이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적게나온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
는 반발심리 강하다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3 개인능력 높고,경

쟁에서 지기싫어함

3. 도형 심리 분석 기초이론 - 기질별, 장점과 극복할 사항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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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지 기질 분류( ○  △  □  S )

주기질
○(Round, 다혈질)
 - Sanguine,
   Sanguineous

△(Triangle,담즙질)
 - Choleric

□(Square,점액질)
 - Phlegmatic

S(Confused, Other Modes
 우울질) - Melanchoria  

종속기질 담즙+우울+점액 다혈+우울+점액 우울+담즙+다혈 점액+담즙+다혈

시제 현실 지향적 (Present 
Directed)

미래 지향적
(Future Directed)

과거 지향적
(Past Directed)

미래,현재,과거포함
(Any tense Directed)

성경인물

일반인

베드로형/Peter type
이승만,김영삼,이병철

바울형/Paul type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정주영

아브라함형
Abraham type
최규하, 노태우,이건희

모세형 /Moses type
김대중, 노무현, 조영남

지능 평균 이상
(Above Average)

우수함
(Exellent )

평균
(Average)

최고 우수함
(Super Exellent)

직업
상담가(Counsellor)
교사(Teacher)
관계(Relationship)

사업가(Business)
Manager- ceo형

외교관(Diplomat) 교수
(Professor)

목회자(Pastor)
발명가(Inventor),
예술가(Artist)
연구가(Investigator)

적성 언어계열 이공계, 경영계 인문계, 교육계 예.체능,신학,연구계

특성

진행 능력
(Processing power)

계획 능력
(Planning power)

실천 능력
(Practicing power)

추진 능력
(Impulsing power)

금전 가치
(Money valuation)

사업 가치
(Business valuation)

지적 가치
(Intellect valuation)

감정 가치
(Emotion valuation)

중간 진행
Process
point power

처음 시작
Start 
point power

끝마무리
End 
point power

연기시킴(미루는) 능력
Put off point power

1차상담시

칭찬언어

당신은 사랑이
많습니다.

당신은 꿈이
많습니다. 당신은 진실 하십니다. 당신은 남이보지 못

하는 안목이있습니다

포용력과 이해심도
많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습니다.

어른을 잘 모실것
입니다./현모양처

당신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뛰어난 적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감해서 

사용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많이보면좋아지게
되고/ 나쁜 것을 
많이 보게되면 
나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개척정신은 
조금 부족합니다.

성격구분

발달부위

TiP

외향형 에너지
정감형 - 가슴

외향형 에너지
기획형 - 입

내향형 에너지
책임/실천형 – 손, 발

내향형 에너지
사고형 - 머리

장점을 개발-축복
장점을미개발-약점

자녀들을 인정하고 
칭찬할수록 좋다

칭찬언어 암기해서
상담시 먼저 선포함

생각하고 대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대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답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함

대답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4. 4가지 기질을 도형으로 형상화한 분류 표- 성경인물 / 직업 / 적성......

 *내. 외향형의 위치를 벗어난 도형은,상담 시 확인해 봐야 한다.

(오랜 환경의 특수성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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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전도 설교, 어떻게 할까?

변증전도연구소

 소장 안환균목사 

1. 변증은 (    )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   )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

 (1)기존의 전도 방법

   a. 사영리 전도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b. 전도 폭발 : “오늘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2)변증전도 방법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      )은 무엇인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    )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2. 변증전도 설교, 왜 지금 필요한가?

  (1) 포스트모던 시대, 기독교에 대한 (    )과 (    )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 과거에 교회 다닌 적 있는 비기독교인만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 치유나 은혜를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    )를 덜 강조해왔기 때문에

    - 교회 안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3) (    )가 계속 생존하고 (   )의 본질이 회복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호 10:12)

3. 변증전도 설교, 이렇게 하라 – 10가지 방법

  (1)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    ) 중심의 전도에 헌신하라

  (2) 비신자들의 (  )으로 복음을 처음 대하듯 낯설게 재조명하라

  (3) 답을 제시하기 전에 (    )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우라

  (4) (      )과 (         )를 찾아 걸림돌을 제거한 후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

  (5)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    )하듯 전달하지 말고 일상에서 쌍방향으로 (    )하듯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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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미와 감동을 위해 이미지와 이야기를 결듵인 (        ) 설교로 오감에 호소하라

  (7) (     )(행 7:2-53)과 (    )(행 17:22-31)의 변증전도 설교 패턴을 활용하라

  (8) 비신자와 신자가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     )에 답하는 설교를 전하라

  (9)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타깃 그룹을 정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       )을 전하라

 (10)주일예배에서도 주제별 (      ) 형태의 변증전도 설교를 정기적으로 나누라

4. 변증전도 설교의 실제 – 요한복음 3:16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 독생자를 주셨으니 

  (3)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4) 멸망하지 않고 

  (5)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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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석을 통한 전도전략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이동현목사

1. 왜 지역분석을 해야하는가?1)

2. 언제 지역분석을 해야하는가? 

  (1) 개척하기 전에

  (2) 지역에 맞는 전도전략을 구축하기 전에

  (3) 교회성장 정체시 

  (4) 교회의 중장기적을 목회정책을 세우기 위해 

3. 지역 분석 할 지역은 어디인가?

  (1) 개교회 반경 500미터 이내 - 교회가 속한 자치구와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인구통계조사를 시작하

라.2)

  (2) 전도지역 1, 2, 3지역(교회반경)

  (3)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는 반경과 전도지역이 다르다. 

4.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가?

  지역의 인구수, 세대수, 성별, 직업, 학교, 시장, 인구동향, 지역내 성장하는 교회, 성장이 멈춘교회, 교

회 인프라분석, 목회자성향과 역량분석등, 전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목회전략과 전도전략의 기본자료

로 활용할수 있다. 

  (1) 지역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라 

  (2) 로컬교회 주변과 전도대상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하라

1) 출처 : http://www.kcpc.org/newmegabbs/forums/thread-view.asp?posts=1&tid=32188

2) 교회의 규모에 따라 자치구 전체를 전도지역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며, 교회 반경 500미터이내도 전도지역으로 삼기도 벅찬 
교회들도 있다. 로컬처치에 나오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 반경 1킬러미터이내의 성도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
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상황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과 함께 교회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로컬교회의 연령 분포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내의 생활정도, 교육환경(수준)등을 분석해야 
한다.  연령분포는 교회가 이미지를 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교인연령의 분포와 지역민의 연령분포에 차
이가 심하게 되면 이질감을 갖게 되고 목회에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연령대에 집중해서 목회
를 해야 할지와 함께 특정한 연령 대들이 원하는 관심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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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교회

지역분석

교회분석

지역내 교회분석

목회자분석

지역 이미지구축 목회 전도전략 구축 교회이미지브랜드화

개인 문진, 검사 처방 치료 완치

  (3) 지역주민의 리즈를 파악하고 분석하라.

  (4)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등을 이해해야 한다. 

  (5) 로컬교회 주변교회들의 이미지를 분석해야 한다.  

 *** 교회분석 - 교회내의 자원들을 분석하라. 교회교적주소를 구글맵에 표시화하므로서 성도들의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구글맵으로 본 분포도 : http://goo.gl/8HDmb3 ) 이외에도 로컬 교회만이 가지

는 특수성과 교회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교회자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 목회자분석 - 담임목회자는 자신의 은사, 재능, 기질을 분석하여 목회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5. 어떻게 분석과정이 진행되는가?

  GIS기반을 통해 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 남녀, 학교, 시장등을 통해 인구 동향등을 분석한다.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 – 구축 – 브랜드화)

6. 교회이미지브랜드 목회전략 

  (1)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목회전략

  (2)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교인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목회전략

  (3) 단순한 목회프로그램 아닌 냉철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목회전략

  (4) 중장기적인 목회전략 - 교회를 하나의 이미지화하는 목회전략을 통해 교회성도들과 지역 사회(교

회)들이 개교회가 지역사회나 교회로부터 하나의 이미지화 하는 전략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