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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1 Timothy 1:15 ESV  

Even though I was once a _______________ and a _______________ 
and a _______________  __________, I was shown __________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1 Timothy 1:13 NIV 

Polycarp said, “86 years have I served him and he has done me no wrong.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A Pakistani pastor said, “I am beaten for Jesus Christ, and one day you will 
also be beaten for Him.” 
John Newton’s last words were, “I am a great sinner, but Christ is a great 
Savior.” 

The __________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along with the __________ and __________ that are in Christ Jesus. 

1 Timothy 1:14 NIV 

But for that very reason I was shown mercy so that in me, the 
worst of sinners, Christ Jesus might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on him and receive eternal life. 

1 Timothy 1:16 NIV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1 Timothy 1:17 NIV

오늘의 성경 말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

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15 쉬운성경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_____하고 __________하며 온갖 방법
으로 믿는 자들을 _______________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__________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13 쉬운성경 

폴리캅 감독은 “예수님을 섬기는 86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내게 결코 잘못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
니까?”라고 말했다. 
어떤 파키스탄인 목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들겨 맞았고, 언젠가는 당신
도 또한 그 분을 위해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존 뉴턴 목사의 마지막 말은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구원주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주님의 __________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__________과 __________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14 쉬운성경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에게 _______________ 참으시는 __________를 _______________으
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
니다. 

디모데전서 1:16 우리말성경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
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디모데전서 1:17 현대인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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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기도 제목: 
1. 당신의 삶에서 어떤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을 보았습니까? 

2. 당신은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주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
나요? 

3. 질문 2의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기도해요.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unlikely person" in your own life, have you seen come to faith 

in Jesus Christ? 
2. Do you have a difficult time trusting in the Lord for a particular person 

or situation? 
3. Pray for this person or situation that you identified in ques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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