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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the Way for the Lord
Pastor Young-Ho Pak: Sunday, 12th June 2022

Today’s Bible Quote: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Matthew 3:3 NIV 

Seek God’s voice in the ____________________ 
1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2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5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Matthew 3:1-2, 5 NIV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NIV 

Confess and _______________ of your sins 
6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7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8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9 And do not think you can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10 The ax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Matthew 3:6-10 
NIV 
7 But whatever were gains to me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8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garbage, that I may 
gain Christ Philippians 3:7-8 NIV 

Consent to Christ’s _______________ 
13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John. 14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15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16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17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3-17 NIV 
3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4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Romans 6:3-4 NIV 
32 Then John gave this testimony: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33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John 1:32-33 NIV

오늘의 성경 말씀: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마태복음 3:3 쉬운성경  

__________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2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5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 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
니다. 마태복음 3:1-2, 5 우리말성경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16:24 우리말성경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____________________ 
6 그들은 요단 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7 그러나 여러 바리새
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
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8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9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
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
복음 3:6-10 우리말성경 

7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8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
보서 3:7-8 우리말성경 

그리스도의 __________를 받아들이십시오 
13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오셨습니다. 14 그러나 요
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게 오시다니요!” 15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3:13-17 우리말성경 

3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
지 못합니까?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
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3-4 우리말성경 

32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33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
라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
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2-33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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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If relevant, share about a time when you’ve heard God’s voice. 
2. What in Matthew chapter 3 stood out to you today? 
3. What has the Lord been teaching you about confession, repentance, and His Holy 

Spirit recently? 
4. What have you learned during past experiences of prayer and fasting? 
5. What is the Lord showing you to prepare for this week of prayer and fasting? 
6.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in prayer together. Pray that God will immerse us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Pastor Young-Ho Pak: Sunday, 12th June 2022

토론 & 기도제목: 

1. 만약 관련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에 대해서 나눠 주세요. 

2.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3. 주님께서는 최근 당신에게 고백과 회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4. 당신은 과거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5. 주님께서는 이번 주 기도와 금식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보여주십니까? 

6.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 몰입하게 하시고 성령
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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