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Proverbs 4:23 NKJV 
Boundaries 

__________ exists in oneness as three distinct persons 
Yet for us there is one God, the Father, from whom are all things and for whom we 
exist, and one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re all things and through whom we 
exist. 1 Corinthians 8:6 ESV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John 15:26 NASB 

____________________ enable our oneness as distinct persons 
And he made from one man every nation of mankind to live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having determined allotted period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 place, Acts 
17:26 ESV 
4 For as in one body we have many members, and th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5 so we, though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 Romans 12:4-5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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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_______________ means to violate a boundary 
But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For if the many d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how much more did God’s grace and the gift that came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overflow to the many! Romans 5:15 NIV 
For if you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others their trespasses,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Matthew 6:14-15 ESV 
Do not harbor hatred against your brother. Rebuke your neighbor directly, and you will 
not incur guilt because of him. Leviticus 19:17 CSB 

Know that in Christ you have been made _______________ 
9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dwells in bodily form, 10 and in Him you have been 
made complete, and He is the head over all rule and authority; Colossians 2:9-10 NASB 
14 Then we will no longer be immature like children. We won’t be tossed and blown 
about by every wind of new teaching. We will not be influenced when people try to 
trick us with lies so clever they sound like the truth. 15 Instead, we will speak the truth 
in love, growing in every way more and more like Christ, who is the head of his body, 
the church. Ephesians 4:14-15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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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개역개정 
경계들 

_______________ 세분의 뚜렷한 인격체들로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26 

_______________은 우리의 하나됨을 뚜렷한 인격체들로 가능하게 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
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26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
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4-5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개역개정 

____________________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
라 로마서 5:15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
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
복음 6:14-15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
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17 

예수님안에서 당신이 _______________해졌음을 알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9-10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
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
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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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issues can spring out of one’s heart from unhealthy boundaries? 

2. How can we appropriate the truth that we are complete in Christ in everyday life? 

3. Read and pray Ephesians 4:11-15 over our church family.

A Church That Heals
Pastor Young-Ho Pak: Sunday, 21st November 2021

토의 & 기도제목: 
1. 건전하지 않은 경계들로 인한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안에서 충만해 진다는 진리를, 우리 매일의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3. 우리 교회 가족에 관한 에베소서 4:11-1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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