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제목나눔 (Prayer Requests)
성명(Name)

기도제목

응답

벧엘교회 9 월	

   사 랑방	

   모 임	

  
2017 년 9 월

일

Welcome & Fellowship

1. 환영과 교제

Opening Prayer

2. 시작기도
3. 찬양

찬 359 (통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5. 광고
o
o

o

다음번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교 회 행 사 1) 9 월 10 일 오늘의 양식 창립 37 주년
기념주일, 2) 9 월 17 일 네팔 휴스톤 수재민 특별구호헌금,
3) 9 월 30 일 (토) 삼세대특별새벽기도회,
중 보 기 도 1) 목회진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2)
프라미스 센터 건축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3) 환우를
위해서 4) 환란당한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4. 말씀과 나눔
신약성경 316 페이지에 에베소서 6:14-17 절 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 관찰질문
1)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본무기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14-15 절)

2) 전투에 필요한 방어 무기는 무엇입니까? (16 절)

3)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17 절)

4)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14 절)

3) 로마군인의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불리는데, 전투 전날
물에 담그어 대적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영적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물에 담가야
합니다 (요 7:38-39).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엡 5:18, 참조/ 행 2:38)
4)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레마) 입니다. 레마는 입으로
한 말, 성령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지고, 심비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적용질문
1)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 나눔질문
1) 로마 군사의 허리띠는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신분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알고 있습니까?

2) 사단의 공격이 올때 이것이 영적인 불화살 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성령충만을 받아 거룩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딤전 4:5)?
2) 악한 자의 불화살은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거짓과 의심
(지식영역), 분노와 불안 (감정영역), 유혹과 욕망
(의지영역) 입니다. 당신은 이런 불화살을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의 경험을 간단히 나누어 주십시요.

4)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