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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inthians 5:21 NIV 

Grace demonstrated by __________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NKJV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NIV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2:8 NIV 

Saving Grace through the __________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NIV 

9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Luke 
19:9-10 NLT 

Indwelling Grace with the ____________________ that dwells in you 
19 A little while longer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20 At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John 14:19-20 NKJV 

10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11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Romans 8:10-11 BSB 

오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개역개정 

은혜는 _______________에 의해 입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그 _______________을 통해 은혜를 구하심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 9-10 

당신안에 거하시는 _______________과 함께 은혜안에 거하기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19-20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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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25 whom God displayed publicly as a propitiation in His blood through faith Romans 
3:24-25a NASB 

28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29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lowly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30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NKJ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did God speak to you about "amazing grace"? Who and How can you 

intentionally demonstrate God's grace to someone this week? 

2. Pray that we individually and the church as a whole, seek out opportunities to 
be light in darkness, and share God's love and amazing grace to others.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려 하심이니 로마서 3:24-25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
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토의 및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번 주 당신은 누
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나타낼 건가요? 

2. 우리 각자 그리고 교회가 하나되어 어두움속에서 빛이 되는 기회들을 갖도록 기도하시
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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