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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How blessed is the person who trusts in him!  

Psalm 34:8 ISV  

No one is _______________ except God alone 
17 As he was setting out on a journey, a man ran up, knelt down before him, and asked 
him,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8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sked him.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Mark 10:17-18 CSB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11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12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Romans 
3:10-12 NIV 

_______________ good does not make us good 
19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20 He 
said to him, “Teacher, I have kept all these from my youth.” 21 Looking at him, Jesus 
loved him and said to him, “You lack one thing: Go, sell all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Mark 10:19-21 CSB 
We are all infected and impure with sin. When we display our righteous deeds, they are 
nothing but filthy rags. Isaiah 64:6a NLT 

True goodness requires a new _______________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Mark 10:22 
NIV 
The heart is more deceitful than anything else, and incurable—who can understand it? 
Jeremiah 17:9 CSB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I will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take out your 
stony, stubborn heart and give you a tender, responsive heart. Ezekiel 36:26 NLT 

Believers have been created anew to __________ good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Ephesians 2:10 NLT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Genesis 1:31a NIV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2-23 ESV

오늘의 성경 말씀: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8 우리말성경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_______________ 않습니다 
17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
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마가복음 10:17-18 
우리말성경 
10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10-12 우리말성경 

선한 일을 _______________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19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 치지 말라, 부
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21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
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가복음 10:19-21 
우리말성경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사야 64:6a 우리말성경 

진정한 선함은 새로운 _______________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런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
문입니다. 마가복음 10:22 우리말성경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17:9 
우리말성경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 36:26 우리말성경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_______________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0 표준새번역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창세기 1:31a 쉬운성경 
22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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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 Sermon Questions: 
1. What are some different ways we use the word “good”? 

2. What are some good deeds people have done in this world? 

3. Why does the Bible say that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Shekel Activity: 
1. Draw yourself as God’s masterpiece doing a good work. 

2. Send it to nextgen@thenations.asia  

Communion: 
53 So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54 Whoever feeds on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55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 56 Whoever feeds on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 57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whoever feeds on me, he also will live because of me. 58 This is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not like the bread the fathers ate, and died. Whoever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John 6:53-58 ES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doing good to become good versus doing good 

because one has been created to do good. 

2. Read Galatians 5:22-23 together. What do you need for God’s Spirit to produce in 
your life? Share your needs and pray for one another.

Goodness
Pastor Young-Ho Pak: Sunday, 4th July 2021

합동 예배 질문: 
1. 우리가 ‘선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한 선행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쉐켈 활동: 
1.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걸작품'으로 그려 보세요. 

2. 그린 그림을 이메일로 nextgen@thenations.asia에 보내 주세요. 

성찬식: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
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
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56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
에 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
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53-58 우리말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선하게 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하는 것과 선한 것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2. 갈라디아서 5:22-23을 함께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무
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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