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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 Am
Missions Sunday: Sunday, 22nd January 2023

Today’s Bible Quote: 
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1 Samuel 3:4 NIV 

God alone ______________ you, and He is faithful 
Faithful is He who calls you, and He also will bring it to pass. 1 Thessalonians 5:24 
NASB 

It takes a __________ on your part for God to move in you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Matthew 6:33 NIV 

You are not the main ____________________ in your story, __________ is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John 3:30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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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stood out to you in today’s missions’ report and conversation? 

2. What did you come to understand more about missionaries and MKs (missionary 
kids)? 

3. What opportunities can you create for yourself, your family, and/or your children to 
encounter God and His heart for the nations? 

4. What might it mean to take up our cross in today’s in our culture today? 

5. Pray for any key points that came out of the discussion. 

6. Pray that God would provide a good location for Laura’s housing, for favor in the 
visa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ss, and for favor in language learning. 

7. Pray that God would be preparing the hearts of those Laura will encounter, that 
they would have questions and be curious about the truth. Pray that there would 
be a desire for deep and consistent discipleship in the Middle East.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4 개역개정 

하나님만이 당신을 _______________ 그리고 그 분은 신실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하나님이 당신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당신의 역할을 다 하는 __________를 취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태복음 6:33 

당신이 당신 삶의 __________이 아닙니다. _________이 주인공 이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30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토의& 기도제목 :  

1. 오늘의 선교보고와 대화에서 무엇이 인상적이었나요? 

2. 선교사들과 선교사의 자녀들에 관하여 무엇을 더 이해하게 되었나요? 

3.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뜻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갈수 있게 당신은 어떤것을 하시겠습니까? 

4.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5. 토의하며 나온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세요. 

6. 하나님께서 로라자매를 위해 언어학습,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 그리고 좋은 머물 집을 제공하시
도록 기도하세요. 

7.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음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로라자매가 만나도록 기
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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