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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4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ohn 15:4-5 ESV 

We __________ by keeping His ____________________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ESV 
If any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1 John 4:20 ESV 

We __________ up His Word in our __________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Psalm 119:11 
ESV 
Bu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ves. James 1:22 ESV 

__________ is the result of _______________ in Him, and it is for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 
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19a, 22-23 ESV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Galatians 3:3 ESV 
Every branch that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John 
15:2b 

We __________ and produce __________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_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1 John 4:13 ESV 
Whoever keeps His commandments abides in God, and God in hi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ut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 1 John 3:24 ESV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Galatians 5:25 

주요성경말씀: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4-5 개역개정 

우리는 하나님 __________ 을 지키며 _______________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2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__________안에 _______________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11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22 

열매는 하나님안에 __________ 결과이고 ____________________을 위한 것입니다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
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19a, 22-2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3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우리는 _______________을 통해서 __________를 맺고 그 안에 ____________________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4:13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
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24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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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Has there been a time when you tried to produce 'fruit' in your own strength? 

What happened? 
2. What are some practical steps God has shown you to abide in Him? 
3. Is there an aspect of 'loving one another' you find particularly difficult? Is there 

an area where God has really grown you in loving others? 
4. Is there an area of your life you sense God is pruning? 
5. Pray for one another to abide in Christ, to let His Word abide in us, and to allow 

Him to do necessary pruning so we can bear more fruit for His glory.

토의& 기도제목: 
1. 당신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나요? 무슨일이 일어났나요? 
2. 당신이 하나님안에 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실용적인 조치들이 있나요? 
3. 당신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당신을 성장시킨 분야는? 

4.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치신 영역은? 
5. 예수님안에 거하도록 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쳐서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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