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Ephesians 4:15 NIV 

The Mature Body 

We mature by being _______________ over the little 
1 Now I say, as long as the heir is a child, he does not differ at all from a slave, although 
he is owner of everything, 2 but he is under guardians and managers until the date set 
by the father. Galatians 4:1-2 NASB 
22 And he also who had the two talents came forward, saying, ‘Master, you delivered to 
me two talents; here, I have made two talents more.’ 23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over a little; I will set you over 
much.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Matthew 25:22-23 ESV 

We mature when we stop fearing _______________ 
24 He also who had received the one talent came forward, saying, ‘Master, I knew you 
to be a hard man, reaping where you did not sow, and gathering where you scattered 
no seed, 25 so I was afraid, and I went and hid your talent in the ground. Here, you have 
what is yours.’ Matthew 25:24-25 ESV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For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and whoever fears has not been perfected in love. 1 John 4:18 ESV 
Do not neglect the gift that is in you; it was given to you through prophecy, with the 
laying on of hands by the council of elders. 1 Timothy 4:14 HCSB 

We mature as we all grow into Christ’s _______________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Ephesians 4:15 ESV 
Fear of man will prove to be a snare,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kept safe. 
Proverbs 29:25 NIV 

so that we may no longer be children, tossed to and fro by the waves and carried about 
by every wind of doctrine, by human cunning, by craftiness in deceitful schemes. 
Ephesians 4:14 ESV 
“Don’t let anyone call you ‘Rabbi,’ for you have only one teacher, and all of you are 
equal as brothers and sisters. Matthew 23:8 NL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Ephesians 5:21 NIV 
“But why did you need to search?” he asked. “Didn’t you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Luke 2:49 NLT 
3 When the wine ran out,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4 And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John 2:3-4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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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15 쉬운성경 

성숙한 몸 

우리는 작은 것에 _______________ 때 성숙해집니다 
1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
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2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를 돌봐 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1-2 쉬운성경 
22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3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
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
라.' 마태복음 25:22-23 쉬운성경 

우리는 __________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숙해집니다 
24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25:24-25 
쉬운성경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18 우
리말성경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
라. 디모데전서 4:14 우리말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_______________까지 자랄때 성숙해집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15 
우리말성경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잠언 29:25 우리말
성경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
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에베소서 4:14 우리말성경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
들이다. 마태복음 23:8 쉬운성경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21 우리말성경 
그 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
습니까?" 누가복음 2:49 쉬운성경 
3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4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
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3-4 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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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ere have you struggled or grown in your relationship with authority? 
2. Pray for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that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A Church That Heals
Pastor Young-Ho Pak: Sunday, 12th December 2021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이 권세자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성장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
록 함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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