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For the Scripture says,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be put to shame.” 

Romans 10:11 ESV 
Scalding Shame 

Submit your _______________ to God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Genesis 3:1 NIV 
Right away the boy’s father shouted, “I do have faith! Please help me to have even 
more.” Mark 9:24 CEV 

_______________ the shame 
7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s for themselves. 10 He answered, “I 
heard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Genesis 3:7,10 
NIV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For the joy set 
out for him he endured the cross, disregarding its shame, and has taken his seat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s 12:2 NET 

Clothe yourself with _______________ beauty 
3 Don’t be concerned about the outward beauty of fancy hairstyles, expensive jewelry, 
or beautiful clothes. 4 You should clothe yourselves instead with the beauty that 
comes from within,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so 
precious to God. 1 Peter 3:3-4 NLT 
I delight greatly in the Lord; my soul rejoices in my God. For he has clothed me with 
garments of salvation and arrayed me in a robe of his righteousness, as a bridegroom 
adorns his head like a priest, and as a bride adorns herself with her jewels. Isaiah 61:10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How has doubt impacted your faith walk? 
2. Describe the Well-Dressed Ghost and what her main issues were with the Bright 

Spirit who approached her. 
3. How does this world try to convince us that it is our outer appearance that is most 

important? 
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s way of dealing with shame and God’s 

way? 
5. Read Romans 8:1-2 together and pray for those battling with guilt and shame in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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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경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11 개역개정 

통렬한 수치 

당신의 _______________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
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1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24 

부끄러움을 __________  _______________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 이
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7,10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_______________ 아름다움을 입으세요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
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
로전서 3:3-4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
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10 

토의 및 기도제목: 
1. 어떻게 의심이 당신의 믿음의 걸음에 영향을 주나요? 

2. Well-Dressed Ghost를 설명하고 그녀에게 다가왔던 Bright Spirit과의 중요한 문제들은 무
엇이었나요? 

3. 어떻게 이 세상은 우리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나요? 

4. 수치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5. 로마서 8:1-2을 함께 읽고 그들의 삶에서 죄와 수치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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