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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10)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편 103:8-14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 103:8)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

1. 하나님의 긍휼은 _____________ 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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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공감 능력입니다.”
받는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2.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 우리를 ____________ 하십니다.
1)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통해 우리를 _______________________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4-5)
2)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병든 자를 _______________________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막 1:41-42)
3)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_______________________ 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 14:14)
4)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_______________________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아니하셨으니” (시 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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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4)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2)

나가는 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딤전 1:13)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7)

The Glory of Knowing Go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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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God’s Compassion
Psalm 103:8-14

Opening Remark: God is abounding in compassion.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Psa 103:8)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Psa 51:1)

1. The compassion of God, being with the _____________ one comes from His holy character.
“But for that very reason I was shown mercy so that in me, the worst of sinners, Christ Jesus might display
his immense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and receive eternal life.” (1T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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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with the suffering one.”
to suffer with the suffering one.”
the ability of empathizing to understand the heart of the suffering one.”
the holy act that actively helps the suffering one.”
a long-enduring love.”

2. God ____________ us through compassion.
1) God ______________ us through His abounding compassion.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Eph 2:4-5)
2) God ______________ the sick through His abounding compassion.
“Jesus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Mk 1:41-42)
3) God performs ________________ through His abounding compassion.
“When Jesus landed and saw a large crowd, he had compassion on them and healed their sick.” (Mt 14:14)
4) God _________________ us through His abounding compassion.
“He does not treat us as our sins deserve or repay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Psa 103:10)
“Deliver me from the guilt of bloodshed, O God, you who are God my Savior, and my tongue will sing
of your righteousness.” (Psa 51:14)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Psa 51:12)

Closing Remark: Be compassionate to other through the compassion of God.
“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1Ti 1:13)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Mt 5:7)

suffering, loves, saves, heals, miracles, forg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