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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11)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베소서 1:3-7

들어가는 말: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석 중의 보석과 같습니다.
“은혜란 받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는 _______________ 를 통해 그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6)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7)

2.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____________ 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_______________________ 하시는 은혜입니다(엡 2:5, 8).
2)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_______________________ 하시는 은혜입니다(딛 3:7; 롬 3:24).
3) 하나님의 은혜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________________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사 53:5).
4) 하나님의 은혜는 _______________________ 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히 4:16).
5) 하나님을 _________________ 하는 사람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시 31:19).
6)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__________________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7-8)
7)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 39:4)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 2:13)
8)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_________________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나가는 말: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 1:16)
“...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The Glory of Knowing Go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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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God of Grace
Ephesians 1:3-7

Opening Remark: Knowing God of Grace is like the treasure of treasures.
“Grace is the benevolence of God that freely gives to those who do not deserve anything.”

1. The grace of God is poured out unto those who believe in Him through _______________.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Eph 1:6)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Jn 1:17)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Eph 1:7)

2. The grace of God comes in _______________ ways through Jesus Christ.
1) The grace of God _________________ sinners. (Eph 2:5, 8)
2) The grace of God _________________ sinners. (Tit 3:7, Ro 3:24)
3) The grace of God _________________ the bad with the good. (Isa 53:5)
4) The grace of God helps us in our __________________________. (Heb 4:16)
5) There is grace stored up for those who _______________ God. (Ps 31:19)
6) In God’s grace, there is the grace that gives us better things by __________________ certain things.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is holy and true, who holds the key of David. What he opens no
one can shut, and what he shuts no one can open. I know your deeds.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Rev 3:7-8)
7) In God’s grace, there is a grace given through ____________________.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and became his attendant.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Ge 39:4)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she said. "You have put me at ease by speaking
kindly to your servant--though I do not have the standing of one of your servants." (Ru 2:13)
8) The Grace of God causes a small ________________ to bear abundant fruits.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Gal 6:9)

Closing Remark: Thanksgiving about the grace given in the past leads to the conviction
of future grac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Jn 1:16)
“you whom I have upheld since your birth, and have carried since you were born. Even to your old age
and gray hairs I am he, I am he who will sustain you. I have made you and I will carry you; I will
sustain you and I will rescue you.” (Isa 46:3-4)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 And so through him the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2Co 1:20)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 8:28)

Jesus, various, saves, justifies, replaces, time of need, fear, rejecting, people, s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