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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8)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무엘상 2:1-10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全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삼상 2:3)

1. 하나님은 그를 알고 _____________ 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삼상 3:19-21)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삼상 16:13)

2. 하나님은 그를 알고 신뢰하는 자의 _______________ 에 응답하십니다.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_____________________ 하시는 분입니다(삼상 1:5-6).
2)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삼상 1:7, 11).
3) 하나님은 통곡하며 드린 간절한 ____________ 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삼상 1:10).
4)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__ 하는 마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상 2:30하)
5) 하나님은 그를 알고 __________________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삼상 1:19상)

3. 지식의 하나님은 ______________ 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3)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11:2)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9)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잠 24:3-5)

나가는 말: 하나님을 알았던 한나의 지식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삼상 2:10)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The Glory of Knowing Go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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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the Omniscient God
1 Samuel 2:1-10

Opening Remark: God who knows all things is omniscient.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deeds are weighed” (1Sa 2:3)

1. God performs wonderful works through those who know and ____________ Him.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so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no god was formed, nor will there be
one after me.” (Isa 43:10)
“The LOR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and he let none of Samuel's words fall to the ground.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recognized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hiloh, and there he revealed himself to Samuel through his word.” (1Sa 3:19-1)
“So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Samuel then went to Ramah.” (1Sa 16:13)

2. God answers _______________ of those who know and trust Him.
1) God is the one who _______________ all things. (1Sa 1:5-6)
2) God is the one who works through ______________. (1Sa 1:7, 11)
3) God is the one who listens to earnest ______________ offered with wailing. (1Sa 1:10)
4) God is the one who blesses through a heart that _______________.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1Sa 2:30b)
5) God is the one who blesses whom knows and _________________ Him.
“Early the next morning they arose and worshiped before the LORD…” (1Sa 1:19a)

3. God of knowledge blesses us through His ___________________.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Col 2:3)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might, the Spirit of the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Isa 11:2)
“For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so that the LORD will bring about for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Ge 18:19)
“By wisdom a house is built, and through understanding it is established; through knowledge its rooms
are filled with rare and beautiful treasures. The wise prevail through great power, and those who have
knowledge muster their strength.” (Pro 24:3-5)

Closing Remark: Hannah’s knowledge of God reached its climax by coming to Christ.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be broken. The Most High will thunder from heaven;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1Sa 2:10)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C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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