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기 위한 다짐 (ABIDE BEAR FRUIT COMMITMENT): 

하나님의 영광과 효과적인 교회개척을 통한 모든 무슬림 종족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님의 은혜가운데 다음과 같은 헌신을 다짐한다. 

1. 예수 안에 거함: 요15:5, 시1:1-3, 요일4:16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

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께 아낌없는 시간을 드려 그 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와 

기초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2. 성령으로 충만함: 엡5:18, 행2:4, 4:8, 4:31, 행1:8, 고전1:17-23, 2:1-5,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

라…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

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

할 것을 다짐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 딤후4:2, 막4:14, 이40:8, 행28:31, 딤후2:2, 마28:19-20 너는 말씀을 전파

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

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전파하며 가르치더라…,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널리 전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사랑으로 증거함으로써 모든 무슬림 종족 가운데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

을 다짐한다.  

4. 중보: 엡6:18. 행13:3, 단9:3 살전5:17,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내가 금식

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모든 무슬림 종족가운데 이루어질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개인으로 단체로 지속적으로 금식할 것을 다짐한다. 

5. 날마다 죽음: 갈2:20, 요12:24, 눅9:23, 고전15:3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모든 무슬림 종족들과의 효과적인 접촉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질것을 다짐한다. 

   맺는 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무슬림 종

족들이 교회 개척운동을 경험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

씀을 전파하고, 중보하며, 날마다 죽을 것을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한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 10,17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