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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4)

작은 것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7:38-40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를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삼하 7:18)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삿 6:15)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엡 3:8)

1.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승리의 _____________ 을 담아 두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2.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____________ 케 하십니다.
1) 작은 것을 ______________ 여기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삼상 17:40)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눅 17:6)
2) 작은 것을 잘 _________________ 하십시오.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것을 키우고 활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첫째, 작은 것 속에 무한한 ___________________ 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 60:22)
둘째, 작은 것을 키우겠다는 ____________________ 를 갖도록 하십시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___________________ 을 세우십시오.
넷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____________________ 을 내딛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______________________ 하십시오.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___________________ 입니다.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__________________ 을 받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재능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__________________ 입니다.
*집중하고 지속할 때 어느 순간에 _________________ 에 이르게 됩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 3:5-6, 개역한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4)

God Who Grants Us Victo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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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Who Grants Victory Through Small Thing
1 Samuel 17:38-40

Opening Remark: God grants victory through those who regard themselves as small.
“Then King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and he said: "Who am I, Sovereign LORD, and
what is my family,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2Sa 7:18)
"Pardon me, my lord," Gideon replied, "but how can I save Israel?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Jdg 6:15)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the Lord's people, this grace was given me: to preach to the
Gentiles the boundless riches of Christ,” (Eph 3:8)

1. God has put the ______________ of victory in the small thing.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Mt 13:31-32)

2. God grants ______________ through those who cherish small things.
1) ________________ the small things.
“Then he took his staff in his hand, chose five smooth stones from the stream, put them in the pouch of
his shepherd's bag and, with his sling in his hand, approached the Philistine. (1Sa 17:40)
“He replie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ill obey you.” (Lk 17:6)
2) _______________ the small things well.

“It is grace that good things come. It is wisdom to grow and utilize the good things.”
First, believe that there is infinite ____________________ in small things.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a thousand, the smallest a mighty nation. I am the LORD; in its time I will
do this swiftly." (Isa 60:22)

Second, have a ________________ to grow the small things.
Third, set a _____________________ to accomplish the goal.
Fourth, if you set a goal and plan, take the ______________________ boldly.
Fifth, _______________________ on accomplishing the goal.
* When developing talents with concent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creative __________________.
* When developing talents with concent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regular ___________________.
* When developing talents with concent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continuing ___________________.
* When you concentrate and persist, you will reach a _______________________ at any moment.

Closing Remark: God entrusts those who are faithful with small things with more things.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Mt 25:21)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 bearing witness to what would be spoken by God
in the future. But Christ is faithful as the Son over God's house. And we are his house, if indeed we
hold firmly to our confidence and the hope in which we glory.” (Heb 3:5-6)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Jnh 17:4)
secret, victory, Cherish, Grow, potential, goal, strategy, first step,
concentrate, repetition, checks up, persistence, critical 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