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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0:8-10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 30:8)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30:10)

1. 하나님의 꿈은 먼저 ____________ 에게서 시작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_____________________ 을 소유하게 될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에게 _____________________ 을 이루게 될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_____________________ 이 창대케 될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가 ______________ 의 통로가 되어 만민을 복되게 하는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17:6)

2. 하나님은 _____________ 을 키워주는 사람들을 통해 꿈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1) _______________ 이 친히 우리의 꿈을 키워주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4-15)
2) 하나님은 좋은 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우리의 꿈을 키워주십니다.
3) 예수님은 ____________________ 들의 꿈을 키워주신 분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변치하는 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__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_____________________ 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 6:1-2)

3. 하나님은 _____________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 71:20)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슥 1:17)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전 6:14)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20)

나가는 말: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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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Who Makes Us Dream Again
Deuteronomy 30:8-10

Opening Remark: God makes us dream again.
“You will again obey the LORD and follow all his commands I am giving you today.” (Dt 30:8)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and make you prosperous,” (Dt 30:9)

1. God’s dream begins with __________________ first.
First, God gave him a dream to possess a new __________________.
Second, God gave him a dream of becoming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rd, God gave him a dream that his _________________ would be great.
Fourth, God gave him a dream to be a channel of _____________________ and to bless all peoples.
“I will make you very fruitful; I will make nations of you, and kings will come from you.” (Ge 17:6)

2. God accomplishes dreams through people who enlarge ________________.
1) ___________ himself enlarges our dreams.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parted from him,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to the north
and south, to the east and west.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Ge 13:14-15)
2) God enlarges our dreams through good _________________.
3) Jesus enlarged the dreams of His __________________.

*It
*It
*It
*It
*It

is
is
is
is
is

vision that is necessary for those who enlarge _________________.
unwavering ____________________ that is necessary for those who enlarge dreams.
unchanging ______________ that is necessary for those who enlarge dreams.
__________________ that is necessary for those who enlarge dreams.
knowing the value of _____________________ that is necessary for those who enlarge dreams.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so that you,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may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
that I give you, and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Dt 6:1-2)

3. God blesses us by making us dream _______________.
“Though you have made me see troubles, many and bitter, you will restore my life again; from the
depths of the earth you will again bring me up.” (Psa 71:20)
"Proclaim furthe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My towns will again overflow with prosperity,
and the LORD will again comfort Zion and choose Jerusalem.'" (Zec 1:17)
“By his power God raised the Lord from the dead, and he will raise us also.” (1Co 6:14)
“He exerted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Eph 1:20)

Closing Remark: Leave the past and start anew.
“But Lot's wife looked back, and she became a pillar of salt.” (Ge 19:26 NIV)
one person, land, great nation, name, blessing, dreams, God,
encounter, disciples. vision, conviction, love, patience, education, ag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