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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Then disciple them. Form them in the practices and postures that I have taught you, 

and show them how to follow the commands I have laid down for you. And I will be 
with you, day after day,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20 VOICE  

The Church’s primary purpose is to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18 Jesus came and told his disciples, “I have been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atthew 28:18-19 NLT 
26 At that time his voice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s promised, “Yet once more 
I wi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27 This phrase, “Yet once 
more,” indicates the removal of things that are shaken—that is, things that have 
been made—in order that the things t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Hebrews 
12:26-27 ESV 

Disciples are life-giving _______________ of Jesus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Mark 1:18 ESV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John 12:24 ESV 
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25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26 What good 
will it be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their soul? Or what can 
anyone give in exchange for their soul? Matthew 16:24-26 NIV 
60 On hearing it,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66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John 6:60,66 NIV 

Disciples are life-long _______________ of Jesus 
So Jesus said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John 8:31 ESV 
Now these Jews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were so. 
Acts 17:11 ESV 

Making disciples is how we reach both the _______________ and the 
____________________ 
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Mark 1:17 ESV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8 ESV

오늘의 성경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개역개정  

교회의 주요 목적은 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
음 28:18-19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
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
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12:26-27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모든 것을 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16:24-26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6 그 때부터 그
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60,66 

제자들은 평생 예수님을 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가 되고 요한복음 8:3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11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_________________________ 에게 이르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
음 1:17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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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did you hear today about Jesus, His disciples, and His Church? Did the 

Holy Spirit convict your heart of anything? 
2. How do you feel about this next step within the Gatherings? 
3. Pray that only the unshakeable things remain (Hebrews 12:26-27) and for the 

beginning of Bible Discovery on September 25th. 

The Gatherings Bible Discovery

토론 & 기도제목: 
1.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회에 관하여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당
신의 마음에 어떤 확증을 주셨습니까? 

2. 게더링 모임안에서 이 다음 발전단계에 대하여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3. 오직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12:26-27) 그
리고 9/25일 Bible Discovery 시작을 위해 기도하세요. 

게더링 바이블 디스커버리

1. Connect What are you thankful for? What has been challenging this 
week?

2. Read Today, we will read and discuss (Bible Passage). Let’s take turns 
reading each verse.

3. Understand Who has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any words in the 
passage?

4. Remember Let’s read it again. Keep in mind that afterwards we will try to 
memorize it!

5. Retell Without looking, let’s work together to retell the passage from 
memory. What can you remember?

6. Review Let’s look at the Bible again and see what we missed.

7. Discover

a.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about people?

b. If there is a God (if there are pre-believers), what does this 
story tell us about God or His relationship with people?

c. What other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is 
passage?

8. Apply How is your heart responding to this passage? What is one step 
you can take to apply what you are learning?

9. Share Who can you share with what you learned today?

10. Pray Let's pray together.

1. 연합하세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번주 무엇이 도전이 되었나요? 

2. 읽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토의 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1절씩 읽으세요.

3. 이해 하세요 성경말씀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가요?

4. 암송하세요 다시 말씀을 읽고 숙고하며 암송하도록 노력하세요!.

5. 중복하세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세요 무엇이 기억됩니까?

6. 리뷰하세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며 우리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7. 깨달으세요

a.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나요?

b.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만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이
야기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
게 하나요?

c. 이 성경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다른 생각 또는 의견들은 무엇인가요? 

8. 적용하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여러분이 배운것
에 대하여 한가지 실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9. 공유하세요 오늘 배운 것을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10. 기도 함께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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