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선교단체 제자 훈련 20년의 노하우를 담아 

새 세대의 언어로 풀어낸 예수의 복음 이야기

교리보다는 예수를, 명제보다는 이야기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교리를 믿어 구

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복음이신 예수를 이야

기 방식으로 전합니다.

청년·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대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보다 감성적 경험을 더욱 중요시하고, 명제적 진리보다는 이야기

에 반응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본 교재는 이야기로 구성된 성경 본문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도록 초

청합니다.

*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 질문들을 용기 있게 던질 수 있다면,

그는 곧 예수와 만날 것이다.

*

  1st Story,  경쟁 : 38년 된 병자의 소원

  2nd Story, 거절 :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

  3rd Story, 거듭남 : 니고데모의 구도

  4th Story, 이탈 : 에덴 동산의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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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수, 이야기
분    류 : 죠이선교회 제자 훈련 교재 (전도 성경 공부)

가    격 : 4000원

I S B N : 978-89-421-0343-0

판    형 : 150×210mm, 72쪽

주문문의 : 김재준 간사 010-7238-9942

작    성 :  임정은 간사 joyful.editor@gmail.com

 5th Story, 교환 : 해골 언덕의 십자가

 6th Story, 변화 : 엠마오로의 동행

 7th Story, 영접 : 삭개오의 결단

 8th Story, 계약 : 하나님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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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동영상 보기 : 
QR코드에 연결된 주제 영상을 보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Story 
스토리 읽기 : 성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읽고, 
성경 속 인물들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해 본다.

 talk 
성경 토크 : 이제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질문에 답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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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이선교회 제자 훈련

20년간 캠퍼스에서 청년·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

러내는 데 훌륭한 도구였던 죠이선교

회 제자 훈련 과정을 새로운 세대에 

맞게 재편성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였다.

꾸준히 캠퍼스 사역을 해 온 집필위원

들이 연구, 논의, 토론, 검토 및 임상 과

정을 거쳐 만들어 낸 죠이선교회 제자 

훈련 교재는 특히 청년·대학생의 관심

과 고민에 맞추어 오늘의 언어로 대화

를 시도한다. (각 단계 8주 과정)

01 예수, 이야기   복음이신 예수를 명제가 아닌 인격으로서 소개하

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초청하는, 

제자 훈련 첫 단계(전도 성경 공부)

02 성장, 기초 세우기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

는 법을 훈련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성장하도록 안내

하는, 제자 훈련 두 번째 단계(가제, 2014년 출간 예정)

03 제자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

자들의 실천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하는, 제자 훈련의 중

심 단계(가제, 출간 예정)

04 리더십  디모데전후서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

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하는, 제자 훈련의 열매 단계

(가제, 출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