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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rch That S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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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I appeal to you, brothers, by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strive 

together with me in your prayers to God on my behalf, Romans 15:30 ESV 

Strive Together in Prayer 
Prayer is for ____________________ purposes 
Timothy, my son, I am giving you this command in keeping with the prophecies once 
made about you, so that by recalling them you may fight the battle well, 1 Timothy 
1:18 NIV 
3 You therefore must endure hardship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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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NKJV 
3 For though we walk in the flesh, we are not waging war according to the flesh. 4 For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of the flesh but have divine power to destroy 
strongholds. 2 Corinthians 10:3-4 ESV 

Prayer is for God’s _______________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John 14:13 NASB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5 NASB 
37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38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Matthew 9:37-38 ESV 
If anyone speaks, let it be as one who speaks God’s words; if anyone serves, let it be 
from the strength God provides, so that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in 
everything.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forever and ever. Amen. 1 Peter 4:11 CSB 

Prayer releases the _______________ of the Gospel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first to the Jew, then to the Gentile. Romans 1:16 
NIV 
17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18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Ephesians 
6:17-18a ESV 
At the same time, pray also for us, that God may open to us a door for the word, to 
declare the mystery of Christ, on account of which I am in prison— Colossians 4:3 ESV 
and also for me, that words may be given to me in opening my mouth boldly to 
proclaim the mystery of the gospel, Ephesians 6:19 ESV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pray for us that the word of the Lord will spread rapidly 
and be glorified, just as it was also with you; 2 Thessalonians 3:1 NASB

오늘의 성경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개역개정 

기도에 힘을 같이하여 

기도는 __________ 목적을 위해서 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
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18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3-4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
후서 10:3-4 

기도는 하나님의 __________을 위해서 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1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
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7-38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11 

기도는 복음의 __________을 나타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
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17-18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
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3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19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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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Share about a time when you experienced the power of prayer. 
2. What are some misunderstandings that you have had and also truths about prayer 

that you have learned while following Jesus? 
3. Why is striving together in prayer vital in being a church that sends? 
4. Read Matthew 9:37-38 and Psalm 86:9 together. Pray for the sending of laborers, 

the unreached, and our missionaries.

A Church That Sends
Pastor Young-Ho Pak: Sunday, 24th April 2022

 토의 & 기도제목: 
1. 기도의 권능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나누시오. 
2. 당신이 잘못 이해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당신이 배운 기도에 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3. 왜 파송하는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4. 마태복음 9:37-38, 시편 86:9 절을 읽으시오 그리고 추수할 일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
고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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