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But to all who believed him and accepted hi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12 NLT 

God doesn't _______________ us if we are _____   _______________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ans 
8:1 NIV 
23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24 Yet God, in 
his grace, freely makes us right in his sight. He did this through Christ Jesus when he 
freed us from the penalty for our sins. 25 For God presented Jesus as the sacrifice for 
sin. People are made right with God when they believe that Jesus sacrificed his life, 
shedding his blood. This sacrifice shows that God was being fair when he held back and 
did not punish those who sinned in times past, 26 for he was looking ahead and 
including them in what he would do in this present time. God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for he himself is fair and just, and he makes sinners right in his sight 
when they believe in Jesus. Romans 3:23-26 NLT 

God blesses us _______________ our _______________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help you and be 
with you forever— 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ohn 14:16-17 NIV 
But the Lord is faithful, and he will strengthen you and protect you from the evil one. 2 
Thessalonians 3:3 NIV 

God blesses us to be a _______________ to others 
And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descendants. 
Genesis 28:14b NLT 
12 But to all who believed him and accepted hi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3 They are reborn—not with a physical birth resulting from human passion or 
plan, but a birth that comes from God. John 1:12-13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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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d of Jacob, the God of ________
Yuna Park: Sunday, 3rd April 2022

주일 성경 말씀: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바른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__________ 안에 있다면, 우리를 _______________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1 우리말성경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
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5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26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
려는 것이다. 로마서 3:23-26 바른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__________에도 _______________ 우리를 복주십니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16-17 우리말성경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3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__________이 되도록 우리를 복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8:14하 바른성경 

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로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12-13 바른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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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
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5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26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
려는 것이다. 로마서 3:23-26 바른성경 

2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24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
하라.” 25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
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23-26 우리말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야곱의 삶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3. 당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4.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Communion: 
23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24 Yet God, in 
his grace, freely makes us right in his sight. He did this through Christ Jesus when he 
freed us from the penalty for our sins. 25 For God presented Jesus as the sacrifice for 
sin. People are made right with God when they believe that Jesus sacrificed his life, 
shedding his blood. This sacrifice shows that God was being fair when he held back and 
did not punish those who sinned in times past, 26 for he was looking ahead and 
including them in what he would do in this present time. God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for he himself is fair and just, and he makes sinners right in his sight 
when they believe in Jesus. Romans 3:23-26 NLT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stood out to you most from Jacob's story? 
2. How has God blessed you this past week? 
3. Think of someone whom you can be a blessing to. What can you do for this person? 
4. Pray that God's blessing will flow through us and that our lives will be a worship 

on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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