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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나의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2. 바울의 첫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괄호를 채우시고, 그 의미를 적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①                                          )과 모든 (②                                          )

 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9절)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바울의 두번째 기도 제목은 (                                          )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까?(10절a) 분별하기 위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4. 세번째 기도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                                          )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b)

5. 마지막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아래 빈칸을 채우며,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기도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①                                             )과 

 (②                                             )이 되기를 원하노라(11절)

적용하기

<적용찬양: 내 기도하는 이 시간(찬482/새364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도의 고도를 높여라!
(빌 1:9-11) 

빌립보서 강해 -제4편 



Apply to Life1. Paul’s love for Philippians’ saints concretely shows in his act of prayer. It’s correct to say that when you 
 love someone, you pray for them. Is there someone who’s not in your prayer that you say you love?

2. What is Paul’s first prayer? Fill in the blanks and write the meaning.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①                                       ) 

 and depth of (②                                       )  (v.9)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Paul’s second prayer is to discern (                                                   ). How desperately do you pray for 
 discernment? (v.10a)  To discern, what two questions do you ask?

4. Third prayer is to (                                                              ) until the day of Christ. (v.10b)

5. Fill in the blanks below to find the final prayer, and make it your own prayer to raise the altitude 
 of faith.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①                                       ) 

 and (②                                       )of God. (v.11)

<Song in Response: Sweet Hour of Prayer, Do Not Be Anxio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Raise the Altitude of Prayer!
(Philippians 1:9-11) 

Reset to Joy Series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