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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Praise the LORD! How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who greatly delights in 

His commandments. His descendants will be mighty on earth;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essed. Psalm 112:1-2 NASB 

Mighty on Earth 

God calls us into our unseen _______________ 
11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he sat under the oak that was in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His son Gideon was threshing wheat in the winepress 
in order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12 T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he Lord is with you, valiant warrior.” Judges 6:11-12 CSB 
15 He said to him, “Please, Lord, how can I deliver Israel? Look, my family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youngest in my father’s family.” 16 “But I will be with you,” 
the Lord said to him. “You will strike Midian down as if it were one man.” Judges 
6:15-16 CSB 
From now on, therefore,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we regard him thus no long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ESV 

Start where you are and keep stepping in ____________________ 
Then he said to him, “If I have found favor with you, give me a sign that you are 
speaking with me. Judges 6:17 CSB 
36 Then Gideon said to God, “If you will deliver Israel by me, as you said, 37 I will put a 
wool fleece here on the threshing floor. If dew is only on the fleece, and all the ground 
is dry, I will know that you will deliver Israel by me, as you said.” 38 And that is what 
happened. When h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he squeezed the fleece and wrung dew 
out of it, filling a bowl with water. Judges 6:36-38 CSB 

God is raising His __________ so don’t get ____________________ in this life 
No one engaged in warfare entangles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enlisted him as a soldier. 2 Timothy 2:4 NKJV 
2 The Lord said to Gideon, “You have too many troops for me to hand the Midianites 
over to them, or else Israel might elevate themselves over me and say, ‘I saved myself.’ 
3 Now announce to the troops, ‘Whoever is fearful and trembling may turn back and 
leave Mount Gilead.’” So twenty-two thousand of the troops turned back, but ten 
thousand remained. Judges 7:2-3 CSB 
4 As arrows in the hand of a warrior, so also are children born during one’s youth. 5 
How blessed is the man who fills his quiver with them.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when they confront enemies at the city gate. Psalm 127:4-5 NET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시편 112:1-2 우리말성경 

땅에서 강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_______________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11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
하고 있었습니다. 12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사사기 6:11-12 우리말성경 

15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
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여호
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사사기 6:15-16 우리말성경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개역개정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__________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
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사사기 6:17 우리말성경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
원하실 것이라면 37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 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
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38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
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사사기 6:36-38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 그 분의 __________를 일으켜 세우시므로 이 세상의 삶에 _______________ 
마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4 개역개정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
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000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사사기 7:2-3 우리말성경 

4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5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
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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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are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we can get entangled in? What are the 

effects in the kingdom of such entanglement? 

2. What has God shown you to be your next step of obedience? 

3. Share prayer requests based on the discussion and message today and pray for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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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기도제목: 
1.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자기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얽매임의 왕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
나요?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의 다음 단계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3. 오늘 토론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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