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비전교회-2017년 12월 10일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
역대하 20:1-13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1. 큰 문제 보다 더 크신 ____________ 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대하 20:12).
2)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________________ 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 14:13)
3)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__ 해서 기도할 때 더욱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대하 20:13)
4)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___________________ 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대하 20:5)
5)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____________________ 하며 기도할 때 큰 문제는 작아집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대하 20:6)
6) 하나님은 그의 _____________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대하 20:8-9).
7)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 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대하 20:10-11).

2. 하나님은 우리가 ____________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 ___________________ 를 통해 큰 문제가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대하 20:21).
2) 하나님을 ___________________ 할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 98:1)
3) 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에 따라 _________________ 의 크기를 결정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대하 20:25)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나가는 말: 하나님은 큰 문제를 통해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대하 20:27)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4)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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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Prayer Resolving a Big Problem
2 Chronicles 20:1-13

Opening Remark: Big problem comes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God.
1. Come and pray to ___________ who is greater than the big problem.
1) Look towards God who is greater than the ______________________. (2Ch 20:12)
2) Looking towards God is the beginning of _______________.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Ex 14:13)
3) God works even more amazingly when we _____________ and pray together.
“All the men of Judah, with their wives and children and little ones, stood there before the LORD.”
(2Ch 20:13)
4) It is wisdom to pray in the _____________ that is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Then Jehoshaphat stood up in the assembly of Judah and Jerusalem at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front of the new courtyard.” (2Ch 20:5)
5) When we pray by ____________________ who God is, the big problem becomes smaller.
“And said: "LORD, the God of our ancestors, are you not the God who is in heaven? You rule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nations. Power and might are in your hand, and no one can withstand you.””
(2Ch 20:6)
6) God answers when we hold on to His ______________ and pray by faith. (2Ch 20:8-9)
7) God answers our ________________ prayer. (2Ch 20:10-11)

2. God answers our prayer in ways we did not ______________.
1) Through ___________________, God makes the big problem a miracle. (2Ch 20:21)
2) God does marvelous things when we _____________ Go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marvelous things; his right hand and his holy arm have
worked salvation for him.” (Psa 98:1)
3) God determines the size of _______________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roblem.
“So Jehoshaphat and his men went to carry off their plunder, and they found among them a great
amount of equipment and clothing and also articles of value--more than they could take away. There was
so much plunder that it took three days to collect it.” (2Ch 20:25)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Mk 9:23)

Closing Remark: God gives us a great joy as a gift through the big problem.
“Then, led by Jehoshaphat, all the men of Judah and Jerusalem returned joyfully to Jerusalem, for the
LORD had given them cause to rejoice over their enemies.” (2Ch 20:27)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Jas 1:2-4)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Rom 8:37)

God, big problem, prayer, unite, temple, remembering,
promise, specific, expect, thanksgiving, praise, mira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