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the opening of the prison to those who are bound;  
Isaiah 61:1 ESV 

Emotional Pain 

As God’s Word does, let us also ____________________ emotional pain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NIV 

7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e surpassing power belongs to 
God and not to us. 8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9 persecuted, but not forsaken;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2 
Corinthians 4:7-9 ESV 

How long must I struggle with anguish in my soul, with sorrow in my heart every day? 
How long will my enemy have the upper hand? Psalm 13:2 NLT 

As a church, let’s help each other ____________________ emotional pai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power as it is working. James 5:16 
ESV 

Grief is better than laughter, for when a face is sad, a heart may be glad. The heart of 
the wise is in a house of mourning, but the heart of fools is in a house of pleasure. 
Ecclesiastes 7:3-4 CSB 

This is the start of God’s design to ____________________ emotional pain 
25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 in the body, but that the members may have the same 
care for one another. 26 If one member suffers, all suffer together; if one member is 
honored, all rejoice together. 1 Corinthians 12:25-26 ESV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will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2 Corinthians 1:3-4 N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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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1 개역개정 

감정적인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감정적인 고통을 ____________________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
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
니하고 고린도후서4:7-9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13:2 

교회로서, 서로가 감정적인 고통을 ____________________ 도웁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16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3-4 

이것이 감정적인 고통을 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
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25-26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
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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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insights did you have from God’s Word today about emotional pain? 

2. What do you feel prompted to pray for based on today’s message and discussion 
Lift up these prayer points and requests together.

A Church That Heals
Pastor Young-Ho Pak: Sunday, 17th October 2021

토의 & 기도 제목: 
1. 감정적인 고통에 관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것을 이해했나요? 

2. 오늘의 메시지와 토의를 기초로 어떤 기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기도제목들과 
기도요청을 함께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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