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제목나눔(Prayer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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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 Announcement

* 다음 번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 교회행사 1)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6(월)-31(토) 오전 5:30분 2) 부활

절 성인세례, 유아세례 신청 3) 단기선교 세미나 26(월)-4/23(월) 오후7:30
분 4) 프레션(Prassion) 메릴랜드 첫 기도회 23(금) 오후8시  

* 중보기도 1) 환우들과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2) 사랑방에서 지원
하는 선교사님들과 단기선교를 위하여(감비아, 독일, 알라스카, 페루) 3) 프
라미스 센터의 공사와 4가지 비전(예배, 교육, 가족, 선교 공동체)을 위하여 
4) 사랑방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3월 사랑방 모임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담당자 

3. 찬양           286장(통218) /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4. 말씀과 교재 나눔 Sharing the Word
누가복음 12:13-21절 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 관찰질문 (Observations)

1)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13절)
Why did someone in the crowd come and speak to Jesus?(13)

2)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16-18절) 
How rich was the rich man in Jesus’ parable?(16-18)

3)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명사는 무엇일까
요?(17-19절) 

What is the pronoun that appears the most in verses 17 through 
19?(17-19)

4) 부자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영혼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19절) 
What is the rich man saying to his own soul after having built larger 
barns?(19)

나. 나눔질문 (Sharings)

1)  예수님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고자 부탁한 그 사람의 명령을 
왜 거절하셨을까요? 

Why did Jesus refuse the man’s request that Jesus tell his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m?

2) 본문에 부자가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
나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The passage does not say that the rich man became rich through 
evil means. But what did he not know that he was called a fool?

3)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스스로 축
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의 삶을 보며 느낀 바는 무엇입니까? 

The rich man lived for himself, planned for himself, and 
congratulated himself. What do you feel after seeing this rich man’s 

life?

4) 부자의 관심은 곧 찾아오게 될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현세에서 
누릴 쾌락에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세와 죽음 이후의 삶 중 어디에 관심
이 더 있습니까? 

The rich man’s mind was set not upon the life after death but only 
on the pleasure in this life. Where is your mind set, on this life or 
the life after death?

다. 적용질문 (Applications) 

1) 유산 나눔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basic problem in dividing the inheritance came from 
covetousness. What should we do not fall into covetousness?

2)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
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all our possessions came from God? How are you 
living a life of thankfulness to him?

3)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
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We ought to be a merciful people who take interests and show love 
to our neighbors. How can we live such a life?

4) 예수님은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비유를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Jesus concludes the parable by saying,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Then how should 
we live in order to live a life rich toward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