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수감사주일 설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7-10    설교자: 박찬섭 목사    날짜: 11/22/2020

1. 에베소서 2:1-6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서 2:7  

에베소서 2:7-10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알리려 하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8

고린도전서 1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번  선택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행하신 일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그리고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로 그것은 증가되고 강화된다.

3.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2:9

  ●  감사 (이사야 43:21)

 ●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9-10) 

4.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10

  ●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의 원어는 “포이에마 (poiema)” 입니다. 이 단어는 poem (시)의 어근이 됩니다.  

히브리서 12:2 

웨스트민스터 11장 3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졌고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 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Thanksgiving Sunday Sermon Outline

“The Gift of God”
Ephesians 2:7-10    Rev. Chan Sub Park    Nov 22, 2020

1. In Ephesians 2:1-6, it talks about the greatness of Salvation we received. How does the text explain the purpose of salvation? 

Ephesians 2:7   

�����������������
7 so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9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SV) 

2. What is this grace God lets us know through salvation? 

Ephesians 2:8

1 Corinthian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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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is life under grace?   

Ephesians 2:9

  ●  Thanksgiving  (Isaiah 43:21)

 ●  Unworthy Servant  (Luke 17:9-10) 

4. What is the suitable life of a believer?  

Ephesians 2:10

  ●  In Greek “Workmanship” is Poiema. This word (Poiema) is the root for poem. 

Hebrew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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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Ephesians 2:1-6, it talks about the greatness of Salvation we received. How does the text explain the purpose of salvation? 

Ephesian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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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 in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9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SV) 

2. What is this “grace” that God desires to reveal through Salvation? 

Ephesians 2:8

1 Corinthian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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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is the picture of a life that is lived under “grace”?   

Ephesians 2:9

  ●  Thanksgiving  (Isaiah 43:21)

 ●  Unworthy Servant  (Luke 17:9-10) 

4. What is the suitable life of a believer?  

Ephesians 2:10

  ●  In Greek “Workmanship” is Poiema. This word (Poiema) is the root for poem. 

Hebrew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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