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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사랑방 협력선교사 소식 나눔 및 기도 

News and Prayer Requests from Our Sarangbang-Supported 

Missionaries

6. 광고 Announcement

* 다음 번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 교회행사 1) 설립주일 기념예배 10일(주일) 2) 알라스카 단기선교 13-20일 

3) 정기제직회 24일(주일) 4) 삼세대 새벽기도회 30일(토) 5) 중/고등부 수련
회 19-22일 6)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5-29일    

* 중보기도 1) 이웃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프라미스 센터 4가
지 비전을 위하여(예배, 교육, 가족, 선교 공동체) 3)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을 중보하며 4) 사랑방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6월 사랑방 모임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담당자 

3. 찬양           559장(통305)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4. 말씀과 교재 나눔 Sharing the Word
에베소서 6:1-4절 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 관찰질문 (Observations)

1) 부모를 향한 자녀의 첫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1절)?  
What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2) 부모를 향한 자녀의 두 번째 책임은 무엇입니까(2절)? 
What is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3) 성경적인 자녀관,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children?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는 무엇입니까(4절)? 
What are the two biblical principles of child-rearing?

나. 나눔질문 (Sharings)

1)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obey parents in the Lord?

2) 진정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truly honor parents? 

3) 성경적인 자녀관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
누어 보십시오. 

Share what you have learned from the three principles of the biblical 
view on children.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를 통해 당신이 깨닫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what you have learned from the two principles of biblical 
child-rearing.   

다. 적용질문 (Applications) 

1)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와 교회의 모든 부모 된 어르신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을지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Apply in your life how you can obey your biological parents in the 
Lord as well as any spiritual parents in the Church.

2)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며 적용해 보
세요.

Share the blessings you have received from God through the 
honoring of your parents.   

3) 성경적인 자녀관을 가정의 자녀들과 벧엘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apply the biblical view on children to our own as well as 
any spiritual children at Bethel Church? 

4)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정의 자녀들과 벧엘교회 모든 영적 자녀들
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apply the biblical view on child-rearing to our own as 
well as any spiritual children at Bethel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