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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 that you may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Joshua 1:8 NKJV  

You were designed to continually take leaps of _____________ towards Jesus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NKJV 
And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I will draw everyone to myself. John 12:32 NLT 
Your own ears will hear him. Right behind you a voice will say, “This is the way you 
should go,” whe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Isaiah 30:21 NLT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ohn 10:27 ESV 

Be open to the ____________________’s leading, even if you don't understand 
But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receive what comes from God’s Spirit, 
because it is foolishness to him; he is not able to understand it since it is evaluated 
spiritually. 1 Corinthians 2:14 CSB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Romans 12:2 NLT 

You were designed to grow in faith in a ____________________ 
Under his control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fit together, and the whole body is 
held together by every joint with which it is provided. So when each separate part 
works as it should, the whole body grows and builds itself up through love. Ephesians 
4:16 GNB 
You know that the household of Stephanas were the first converts in Achaia, and they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he Lord’s people. 1 Corinthians 16:15a NIV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Luke 16:10 NIV 
Let us not neglect meeting together, as some have made a habit,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25 BSB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ts end is the way of death. Proverbs 
14:12 NKJV

오늘의 성경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개역개정  

당신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__________의 도약으로 나아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우리말성경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12:32 바른성경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
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사야 30:21 새번역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27 표준
새번역 

비록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__________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14 우
리말성경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2 
우리말성경 

당신은 _______________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지어졌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
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에베소서 4:16 새번역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15 현대인의성경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
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누가복음 16:10 우리말성경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
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0:25 우리말성경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잠언 14:12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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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leaps of faith have you made in your life? 
2. Is God guiding you to take a leap of faith right now? 
3. How can you participate in God's faith community more? 
4. Pray for those who are just starting on this journey of faith. Pray for those for 

whom faith does not make sense right now.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은 삶에서 어떤 비약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2.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으로 하여금 도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가요? 
3.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4.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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