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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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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having all sufficiency in all 

things at all times, you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2 Corinthians 9:8 ESV  

God's grace is for _______________ 
And he passed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Exodus 34:6 NIV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having all sufficiency in all 
things at all times, you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2 Corinthians 9:8 ESV 

that you may b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Matthew 5:45 NIV 

God's grace _______________ us through faith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f us may 
receive what is due us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2 
Corinthians 5:10 NIV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esians 2:8-9 NIV 

God's grace is ____________________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Romans 3:23 NLT 

God's sufficient grace _______________ us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2 Corinthians 12:9 NIV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aiah 40:31 NIV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It is sharper than the sharpest two-edged 
sword, cutting between soul and spirit, between joint and marrow. It exposes our 
innermost thoughts and desires. Hebrews 4:12 NLT 

I will give them a heart to know me, that I am the Lord.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for they will return to me with all their heart. Jeremiah 24:7 NIV

주요성경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8 개역개정  

하나님의 은혜는 ____________________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6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8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45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_______________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하나님의 은혜는 ____________________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를 _______________시키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
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
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
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2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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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kel Activity: 
1. As a family, choose a verse from the sermon notes and memorize it together. 

Talk about what the verse means. Make sure to have the adults in your family do 
it, too. 

2. Send the verse your family memorized to nextgen@thenations.asia .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he Lord Jesus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and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CSB 

Discussion & Prayer Points: 
1. How are you experiencing God's grace these days? 

2. What kind of favor do you need from the Lord right now? 

3. Praise God for his unfailing unmerited daily favor, and pray for specific people 
you know who have yet to receive God's saving grace. 

쉐클활동: 
1. 가정에서 오늘 배운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세요. 어른도 함께 암송하셔야 합니다. 

2. 여러분 가족이 암송한 말씀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nextgen@thenations.asia . 

성찬식: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토의 및 기도제목: 
1. 요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2.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3. 하나님의 분에 넘치고 확실한 매일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 하나님
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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