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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6)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편 34:8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

1. 하나님은 _____________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눅 18:19)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6)
1)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 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3)
2)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 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3) 하나님의 선하심은 ___________________ 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에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103:5)

2.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________________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9)

3. 하나님의 선하심과 __________ 하심이 우리를 평생토록 따라 다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07:1)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 103:8)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아니하셨으니” (시 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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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4:8)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22-23)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5)

The Glory of Knowing Go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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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the Goodness of God
Psalm 34:8

Opening Remark: It is a great blessing to know God.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Ps 34:8)

1. God is _____________.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Lk 18:19)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Ps 23:6)
1) The goodness of God is in the _____________________ of God.
“and to observe the LORD'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oday for your own good?” (Dt 10:13)
2) The goodness of God is in the _________________ of God.
“And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set up these stones on Mount Ebal, as I command you today,
and coat them with plaster.” (Dt 27:4)
3) The goodness of God is in His blessing with _________________________.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Ps 103:5)

2. God wants us to _____________ and see His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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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Ge 50:20)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On the contrary, repay evil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1Pe 3:9)

3. Believe that the goodness and ____________ of God will follow us all the days of our lives.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 107:1)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Ps 103:8)
“he does not treat us as our sins deserve or repay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Ps 103:10)

Closing Remark: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Jesus’ cross.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Ps 34:8)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 3:22-23)
“That you may b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He caus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righteous and the unrighteous.” (Mt 5:45)

good, happiness, beauty, good things, taste, 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