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s and day after day have sorrow in my heart? 

How long will my enemy triumph over me? Psalm 13:2 NIV 

Trauma 

Trauma is _______________ but often _______________ 
He uncovers deep things out of darkness, And brings the shadow of death to light. Job 
12:22 NKJV 

But all things become visible when they are exposed by the light, for ever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Ephesians 5:13 NASB 

For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is death, but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Romans 8:6 ESV 

Trauma is a _______________ that cannot __________ on its own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wounds of]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release 
[from confinement and condemnation] to the [physical and spiritual] captives And 
freedom to prisoners, Isaiah 61:1b AMP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Galatians 6:2 ESV 

19 For the good that I want, I do not do, but I practice the very evil that I do not want. 
20 But if I do the very thing I do not want, I am no longer the one doing it, but sin that 
dwells in me. 21 I find then the principle that evil is present in me, the one who wants to 
do good. 22 For I joyfully agree with the law of God in the inner person, 23 but I see a 
different law in the parts of my body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the law which is in my body’s parts. Romans 
7:19-23 NASB 

Trauma is a 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______ and control 
4 My heart pounds in my chest. The terror of death assaults me. 5 Fear and trembling 
overwhelm me, and I can’t stop shaking. 6 Oh, that I had wings like a dove; then I 
would fly away and rest! 7 I would fly far away to the quiet of the wilderness. Psalm 
55:4-7 NLT 

But my eyes are fixed on You, O GOD the Lord. In You I seek refuge; do not leave my 
soul defenseless. Psalm 141:8 BSB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s 12:2 NASB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in order to bring 
about this present result, to keep many people alive. Genesis 50:20 NASB

치유하는 교회
박영호 목사님: 2021년 10월 24일, 주일

FREEDOM | STRENGTH | PURPOSE 자유 | 능력 | 목적

A Church That Heals
Pastor Young-Ho Pak: Sunday, 24th October 2021

오늘의 성경 말씀: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시편 13:2 우리말성경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_______________ 있지만 종종 _______________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둠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도 빛으로 이끌어 내시며, 욥기 12:22 
바른성경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에베소서 
5:13-14상 표준새번역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서 8:6 새번
역 

트라우마는 스스로 _______________ 수 없는 __________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갇힘과 정죄
로부터]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사야 61:1하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2 새번역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21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 내가 속사람
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
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19-23 우리말성경 

트라우마는 __________ 및 제어로부터 _______________입니다 
4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
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6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7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시편 55:4-7 우리말성경 

주 여호와여,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제 혼을 무방비하게 남겨 두지 마
소서. 시편 141:8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
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에 앉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2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창세기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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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o are the people you feel the safest with? What do they do that helps you 

experience that safety? 

2. How has God shown you the truth of Genesis 50:20 in your life? 

3. Pray that God equips and empowers us to bind up the wounds of the 
brokenhearted, and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A Church That Heals
Pastor Young-Ho Pak: Sunday, 24th October 2021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그 안전함을 경험하도
록 돕는 어떤 일을 하나요?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창세기 50장 20절의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3.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동여매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이뤄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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