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Matthew 26:28 NIV 
Bleeding Charity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__________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that one may rest content, without visitation from 
harm. Proverbs 19:23 BSB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Matthew 10:28 NIV 

Sin is only unforgivable if ____________________ is unthinkable 
Therefore, I tell you, people will be forgiven every sin and blasphemy,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Matthew 12:31 CSB 
8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8-9 ESV 

Blessed are the __________ in spirit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3 NIV 
This poor man cried, and the Lord heard him and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Psalm 34:6 ES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Match the following Bible passages with how each describes Heaven. 

1) Matthew 6:20 

2) Luke 23:43 

3) John 14:2 

4) Revelation 21:4 

2. Think of a person or type of person that you could not imagine running into in 
Heaven. Share your reasoning. 

3. What is the Big Ghost’s definition of a good person and who should be allowed into 
Heaven? Why did Len not want the Big Ghost to continue thinking this way? 

4. What are some examples in the Bible of “the poor in spirit” (cf. Luke 18:13, 1 
Timothy 1:15-16)? 

5. Read Matthew 26:26-28 and take communio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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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26:28 개역개정 

엄청난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__________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19:23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
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만일 __________를 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31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
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8-9 

심령이 __________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시편 34:6 

토의 및 기도제목: 

1. 아래의 성경말씀을 천국을 묘사하는 점들과  각각 연결하세요 
1) 마태복음 6:20 

2) 누가복음 23:43 

3) 요한복음 14:2 

4) 요한계시록 21:4 

2.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상상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세요. 

3. 좋은 사람에 관한 the Big Ghost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왜 Len은 Big Ghost이 이런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요? 

4.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어떤 예들이 성경(참조 누가복음 18:13, 디모데전서 1:15-16)에 있나요? 

5. 마태복음26:26-28을 읽으면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세요.

a) No death or sadness 

b) A large place prepared by God for everyone 

c) Nothing can be destroyed 

d) A paradise

a) 죽음도 슬픔도 없는 

b) 하나님에 의해 모두를 위해 준비된 큰 장소 

c) 어떤 것도 파괴 되지 않는 

d)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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