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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9)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로마서 11:33-36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1. 하나님은 _______________ 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13-18)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 34:9)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눅 2:40)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_______________ 을 완수케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 2:6)
1)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_________________ 함에 있습니다(잠 9:10).
2) 지혜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___________________ 하는 능력입니다.
3) __________________ 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째, _______________________ 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골 2:3).
둘째, _______________________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골 3:16).
셋째, 지혜로운 자와 _______________________ 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잠 13:20).
넷째, 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약 1:5).
다섯째, 지혜를 ___________________ 하고 나눌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마 7:24).

3. 하나님의 지혜는 __________ 와 ___________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____________________ 하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2-3)
2) 하나님은 지혜로 죄인 된 우리를 _______________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3-24)

나가는 말: 하나님의 지혜는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29-3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엡 3:10)

The Glory of Knowing Go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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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God’s Wisdom
Romans 11:33-36

Opening Remark: The wisdom of God is deep and abundant.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Ro 11:33)

1. God blesses us through __________________.
“Blessed are those who find wisdom, those who gain understanding, …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nothing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take hold of her;
those who hold her fast will be blessed.” (Pro 3:13-18)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So the Israelites listened to him and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Dt 34:9)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on him.”
(Lk 2:40)

2. God enables us to complete the _____________ by giving us wisdom.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Pro 2:6)
1) The beginning of wisdom is in _________________ God. (Pro 9:10)
2) Wisdom is having the ability to ________________ the mission entrusted by God.
3) It is wisdom to learn how to obtain _________________.
First, we will obtain wisdom when we accept _____________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Col 2:3).
Second, we will obtain wisdom through meditation of the ______________ (Col 3:16).
Third, we will obtain wisdom by _________________ with the wise (Pro 13:20).
Fourth, we will obtain wisdom through _______________ (Jas 1:5).
Fifth, we will obtain wisdom when we __________________ and share the wisdom (Mt 7:24).

3. The wisdom of God is focused on the ________________ and the __________________.
1) God _________________ everything with wisdom.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Jn 1:2-3)
2) God ____________________ us sinners by wisdom.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Co
1:23-24)
Closing Remark: The wisdom of God is in saving al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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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Ro 8:29-30)
“His intent was that now, through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should be made known to the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 (Eph 3:1)
wisdom, mission, fearing, complete, wisdom, Jesus, Word,
walking, prayer, practice, creation, redemption, created, redee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