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명비전교회-2018년 4월 8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7)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세기 17:1-8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

1.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___________ 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1) _____________________ 가 들어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 17:17)
2) _____________________ 이 쇠약해지고 병들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3) _____________________ 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 질 때 우리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4)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 은 가장 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을 _________ 함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1)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___________________ 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 18:14)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렘 32:27)
2) 하나님은 언약의 ________________ 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___________________ 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5)
둘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_________________ 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셋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__________________을 변화시키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 __________________ 와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_____________ 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나가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 19:6)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4)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The Glory of Knowing Go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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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God Almighty
Genesis 17:1-8

Opening Remark: God is almighty.
“When Abram was ninety-nine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Ge 17:1)

1. When we are in despair, God comes to us as God _________________.
1) We feel despair when we get ________________.
“Abraham fell facedown; he laughed and said to himself, "Will a son be born to a man a hundred years
old? Will Sarah bear a child at the age of ninety?"” (Ge 17:17)
2) We feel despair when our ____________ is weak and ill.
3) We feel despair when our _____________ are unlikely to be fulfilled.
4) God’s _____________ works powerfully when we are the weakest and in despair.

2. Experience the miracle that makes impossible possible by _______________ God.
1) God shows His power by teaching us the _________________ of Himself.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 will return to you at the appointed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Ge 18:14)
“"I am the LORD, the God of all mankind. Is anything too hard for me?” (Jer 32:27)
2) God shows wonderful power through the ________________ of covenant.
First, God changes our ________________ through the Word.
“We demolish arguments and every pretension that sets itself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2Co 10:5)
Second, God changes our __________________ through the Word.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Mk 9:23)
Third, God changes our ______________________ through the Word.
Fourth, God changes our ______________ and circumstance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3. God reveals His infinite power through our ______________________.

Closing Remark: God Almighty brings us laughter after working all things for the good.
“Sarah said, "God has brought me laughter, and everyone who hears about this will laugh with me."” (Ge 21: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 9:6)
“Then I heard what sounded like a great multitude,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s and like loud peals of
thunder, shouting: "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Rev 19:6)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always.” (Ps 105:4)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a 40:31)
Almighty, older, body, dreams, power, trusting, knowledge,
Word, thoughts, language, self-image, body, obed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