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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e surpassing power belongs to 

God and not to us. 2 Corinthians 4:6-7 ESV  

Treasure in Jars of Clay 

5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6 Though he was God,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7 Instead, he gave up his divine 
privileges...and was born as a human being... 8 he humbled himself in obedience to God 
and died a criminal’s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5-8 NLT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a man of sorrows, acquainted with deepest grief. We 
turned our backs on him...4 Yet it was our weaknesses he carried; it was our sorrows 
that weighed him down... 5 ... [He was] crushed for our sins. He was beaten so we could 
be whole. He was whipped so we could be healed. Isaiah 53:3-5 NLT 

Jesus __________ with those who weep 
The LORD is near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e crushed in spirit. Psalm 34:18 ESV 

10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being conformed to Him in His death, 11 and so, somehow, to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Philippians 3:10-11 BSB 

Jesus prayed with ____________________ in His Father 
2 Bless the LORD, my soul, and do not forget any of His benefits; 3 who pardons all your 
guilt, who heals all your diseases; 4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favor and compassion; ... 6 The LORD performs righteous deeds and 
judgments for all who are oppressed. Psalm 103:2-4, 6 NASB 

15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he will be forgiven. 16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James 5:15-16a ESV 

The man who had died came out, his hands and feet bound with linen strips, and his 
face wrappe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John 11:44 
ESV

오늘의 성경 말씀: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6-7 우리말성경  

질그릇에 담긴 보석 

5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6 그분
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
를 비워서 ...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5-8 표준새번역 

3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 4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
픔을 당하였으나, ... 5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
았다. 이사야 53:3-5 바른성경 

우는 자와 함께 __________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시
편 34:18 우리말성경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
니다. 빌립보서 3:10-11 우리말성경 

성부 하나님 안에서 __________을 가지고 기도하신 예수님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3 그분은 네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네
게 관 씌우시며 6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시편 
103:2-4, 6 우리말성경 

15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
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16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
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5:15-16상 우리말성경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베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예
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요한복음 11:44 우리말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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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it of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__________ 
And just as God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he will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y this same Spirit living within you. Romans 8:11 NLT 

3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4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 5 For 
just as we share abundantly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also our comfort abounds 
through Christ. 2 Corinthians 1:3-5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Share a time when you received comfort from God or witnessed an answer to 

prayer. 
2. Pray for one another for comfort and healing in areas where it is needed.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__________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
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11 우리말성경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3-5 개역개
정 

토론 & 기도 제목: 
1.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목격한 때를 나누세요. 
2.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를 위해 위로와 치유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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