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For if we have become united with Him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certainly we shall 

also be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Romans 6:5 NASB 

Until It Has Been Buried 

Jesus came not to bring earthly __________ but a __________ 
34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35 For I have come to turn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36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37 “Anyone who loves their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yone who loves their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Matthew 10:34-37 NIV 
We love each other because he loved us first. 1 John 4:19 NLT 

Put to __________ the sinful, earthly things 
So put to death the sinful, earthly things lurking within you. Have nothing to do with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and evil desires. Don’t be greedy, for a greedy person 
is an idolater, worshiping the things of this world. Colossians 3:5 NLT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Galatians 5:24 ESV 

Walk in the _______________ of life 
We were buried therefore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Romans 6:4 ESV 
So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Romans 6:11 ES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If Jesus didn’t save you, what kind of person would you still be? Consequently, 

what’s one quality of Jesus that you have now that you didn’t have then? 
2. Read 2 Corinthians 7:10. How did Pam’s (the Motherly Ghost) grief produce death 

in her life? How might godly grief or sorrow look different in her case? 
3. What were some of the reasons the Dark, Oily Ghost gives for not being ready to 

klll the lizard? Which ones do you relate to or what would add to the list? 
4. Close your eyes and think about what image might best represent your “pet sin.” 

What new image does God want to give to you upon its death? Share with your 
group if you feel comfortable in doing so. 

5. In prayer, praise God for each life-transforming aspect of the Gospel: Christ’s 
crucifixion, His burial, and His resu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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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성경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5 우리말성경 

묻힐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__________가 아니라 _____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4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35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
고 왔다. 36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
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34-37 바른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1서 4:19 바른성경 

죄악으로 가득한 세속적인 것들을 _______________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
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5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갈라디아
서 5:24 쉬운성경 

생명의 _______________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로마
서 6:4 쉬운성경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6:11 쉬운성경 

토의 & 기도제목: 
1.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전에는 지니지 않았으나 지금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
품 중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 고린도후서 7:10을 읽어보세요. 팸(어머니 유령)의 슬픔은 어떻게 그녀의 삶에 죽음을 가져왔
습니까? 그녀의 경우에 경건한 슬픔이나 애통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3. 어둡고 기름기 많은 유령이 도마뱀을 죽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당신이 공감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목록에 어떤 이유를 
추가하시겠습니까? 

4. 눈을 감고 어떤 이미지가 당신의 "pet sin"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pet 
sin"은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가장 취약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의 죽음 위에 하나님은 당
신에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편하지 않
다면 여러분 Gathering 모임에서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5. 기도 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측면(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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