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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12)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 6:1-8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1)

1. 하나님은 _____________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사 6:3)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6)
”거룩은 영광입니다.“
”거룩은 아름답습니다.“

2. 거룩하신 하나님은 ___________ 를 거룩케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 2:11)
첫째, 하나님의 구별된 _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거룩해 집니다(엡 1:4; 고전 1:2).
둘째, _____________________ 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케 됩니다(고전 1:30).
셋째, _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거룩케 됩니다(요 15:3; 엡 5:26-27).
넷째, _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거룩케 됩니다(살후 2:13; 고후 3:18).
다섯째, 예수님의 _____________________ 로 거룩케 됩니다(요일 1:7).
여섯째, 예수님에 대한 _____________________ 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 거룩케 됩니다(요일 3:2-3).
일곱째, _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거룩케 됩니다(시 119:67; 벧전 4:1).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 35:8)

3.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심으로 _____________________ 을 맡기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 6:8)
나가는 말: 예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이시며 거룩한 씨가 되십니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 6:13)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 3:19, 개역한글)

The Glory of Knowing God (12)

NLVC-June 3, 2018

The Knowledge of Knowing the Holy God
Isaiah 6:1-8

Opening Remark: When God opens our spiritual eyes, we get to see the Holy God.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high and exalted, seated on a throne;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Isa 6:1)

1. God is a ____________ God.
“And they were calling to one another: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3)

“Holiness means being separated.”
“Holiness means being clean.”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1Pe 1:16)

“Holiness is glory.”
“Holiness is beautiful.”

2. The Holy God is the One who makes ___________ holy.
“Both the one who makes people holy and those who are made holy are of the same family. So Jesus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s and sisters.” (Heb 2:11)

First, we become holy through God’s distinct _______________________ (Eph 1:4; 1Co 1:2).
Second, we become holy through the holiness of ___________________ (1Co 1:30).
Third, we become holy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 (Jn 15:3; Eph 5:26-27).
Fourth, we become holy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Th 2:13; 2Co 3:18).
Fifth, we become holy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_ of Jesus. (1Jn 1:7).
Sixth, we become holy through ________________ for Jesus and the hope of the Second Coming (1Jn 3:2-3).
Seventh, we become holy through _______________________ (Ps 119:67; 1Pe 4:1).
“And a highway will be there;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it will be for those who walk on that
Way. The unclean will not journey on it; wicked fools will not go about on it.” (Isa 35:8)

3. Through making us holy God entrusts us with the ________________.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sa 6:8)

Closing Remark: Jesus is a holy stump and a holy seed.
“And though a tenth remains in the land, it will again be laid waste. But as the terebinth and oak leave
stumps when they are cut down, so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land." (Isa 6:13)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Isa 7:14)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Ac 3:19)
holy, us, choice, Jesus, Word, Holy Spirit, blood, love, suffering, 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