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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Romans 5:12 ESV 

Our spiritual state is _______________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Ephesians 2:1 NIV 

The spiritually dead live under the __________ of the: world, devil, & 
__________ 
2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3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flesh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deserving of wrath. Ephesians 2:2-3 NIV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11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Romans 3:10-11 NIV 

It is because of God’s great __________ we can be saved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Ephesians 2:4 NIV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NIV 

It is by God’s __________ we have been saved 
5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8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esians 2:5, 8-9 NIV 

Humanity is divided into those who are: 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 
6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7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Ephesians 2:6-7 
NIV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a vast army. Ezekiel 37:10 NIV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judged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John 5:24 
NIV

오늘의 성경말씀: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12 쉬운성경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_______________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1 우리말성경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_________와 악마와 세상의 __________에 의해 살아갑니다 
2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
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2-3 우리말성경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을 찾는 사람도 없다. 로마서 3:10-11 쉬운성경 

하나님의 크신 __________에 의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에베소서 2:4 우
리말성경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8 쉬운성경 

하나님의 __________에 의해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
다.) 
8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
소서 2:5, 8-9 우리말성경 

인류는 __________ 사람들과 _______________ 사람들로 나누어 집니다 
6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7 이는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6-7 우리말성경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
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10 개역개정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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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Ephesians 2:1-13 NIV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the passage below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1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2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3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flesh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deserving of wrath. 4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5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6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7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8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10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11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which is done in 
the body by human hands)— 12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3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This week’s reading: Ephesians 2:14-22

CTC 토의 & 기도 | 에베소서 2:1-13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것 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1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
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
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4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
로 인해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 주기 위
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
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1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
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 그
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 성경읽기: 에베소서 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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