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제목나눔(Prayer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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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사랑방 협력선교사 소식 나눔 및 기도 

News and Prayer Requests from Our Sarangbang-Supported 

Missionaries

6. 광고 Announcement

* 다음 번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 교회행사 1) 가을부흥회 10/12-14일 저녁7:30, 새벽6시, 주일1,2,4,5부 2) 

BPC 오픈하우스 10/20일 오후4-7시 3) BPC 입당예배 11/11일 오후4시    
* 중보기도 1) 이웃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3대 비전 - 사람

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4대 사역 
-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가정을 세우는 가족공동체, 성도를 훈련하는 교육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4) 사랑방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
께 기도드립니다. 

   10월 사랑방 모임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담당자 

3. 찬양           510장(통276) / 하나님의 진리 등대   

4. 말씀과 교재 나눔 Sharing the Word
디모데후서 3:14-17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 관찰질문 (Observations)

1) 디모데 후서 3장 2-6절에 말세에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유혹의 문
제는 모두 몇 개 인가(2-6절)? 

   In 3:2-6, how many are the problems of suffering and temptation 
in the last days(vv.2-6)?

2)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15절)? 
   What is the first effect of the Word of the truth that overcomes 

the world(v.15)?

3) 진리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17절 상) 
   What is the second effect of the Word of the truth?(v.17a)

4 진리의 말씀의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17절 하) 
   What is the third effect of the Word of the truth?(v.17b)

나. 나눔질문 (Sharings)

1) 2-6절 말씀 중에 당신에게 가장 약한 유혹과 시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In verses 2-6, what are three temptations and trials that you are 

vulnerable to?

2)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
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What is the first calling of Vision 2040 for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To accomplish that vision, what could each 
of us do?

3)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
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What is the second calling of Vision 2040? To accomplish that 
vision, what could each of us do?

 
4)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

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
   What is the third calling of Vision 2040? To accomplish that 

vision, what could each of us do?
 
다. 적용질문 (Applications) 

1)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Please share how you deal with temptations and trials.

2)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개
인적으로 경험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린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The Bible has the power to make souls alive. Do you believe this? 
Please share how you shared the gospel personally with someone, 
making the person alive

3) 교회에 봉사하며 성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사역했던 간증을 나
누어 보십시오. 그때 어려움과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of serving in the church to make 
church members spiritually healthier. What was difficult, and what 
was good?

4) 각자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오히려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Please share how you were blessed by other people’s ministri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erving? Think of ways to 
apply them in your 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