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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Matthew 13:45-46 NIV  

The Kingdom of God is worth ____________________ we have 
The natural man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Berean Study Bible 
How great are his signs, how powerful his wonders! His kingdom will last forever, his 
rule through all generations. Daniel 4:3 NL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omans 14:17 ESV 
“What else is the Kingdom of God like? It is like the yeast a woman used in making 
bread. Even though she put only a little yeast in three measures of flour, it 
permeated every part of the dough.” Luke 13:20b-21 NLT 

You must make that _______________ to give up everything you have 
Very truly I tell you,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John 5:19b 
NIV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Luke 9:51 NIV 
You must each decide in your heart how much to give. And don’t give reluctantly or 
in response to pressure. “For God loves a person who gives cheerfully.” 2 
Corinthians 9:7 NLT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2 Corinthians 9:6 NLT 
Rather, as it is written: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heart has imagined,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 Corinthians 2:9 Berean Study 
Bible 

_______________ buyers’ remorse 
Then Jesus declar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then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Luke 9:62 Berean Study Bible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Or do you 
not real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unless indeed you fail 
to meet the test! 2 Corinthians 13:5 ESV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Matthew 19:29 NIV 

오늘의 성경 말씀: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마태복음 13:45-46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_______________의 가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14 
우리말성경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 4:3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
다. 로마서 14:17 표준새번역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
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3:20b-21 개역개정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__________을 내려야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
다. 요한복음 5:19b 우리말성경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
니다. 누가복음 9:51 쉬운성경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7 우리말성경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
서 9:6 표준새번역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
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9 우리말성경 

구매자의 후회를 ____________________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62 우리말성경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
다. 고린도후서 13:5 표준새번역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
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29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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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from Jim Elliot (Missionary & Martyr)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Discussion & Prayer Points: 
1. Have you ever given up something to gain something even more valuable? 
2. What can distract you from a fuller experience of the Kingdom of God? 
3. Pray for each other to understand in our hearts the parable of the pearl of 

great price.

짐 엘리엇(순교한 선교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2. 하나님 왕국을 더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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