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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13)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민수기 6:22-27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2-27)

1.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_________________ 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이란 단어 속에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2)

3. 하나님의 복은 _________________ 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4. 하나님의 복은 ________________ 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3-4)
첫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_________________ 토록 지켜 주십니다(요 10:28-29).
둘째, 예수님을 통해 ______________________ 를 베풀어 주십니다(요 1:14).
셋째, 예수님을 통해 ______________________ 을 베풀어 주십니다(골 3:15).
넷째, 예수님의 ____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고후 4:6; 3:18).

나가는 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9)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23)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 1:6)

The Glory of Knowing Go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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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Knowing God Who Gives Blessings
Numbers 6:22-27

Opening Remark: God is the one who gives blessings.
“The LORD said to Moses, "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Nu 6:22-27)

1. The blessing of God is His abundant _____________.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Ge 1:28)

“The reason God blesses us is to entrust us with a mission.”
“The word “blessing” has a meaning of ‘kneel down.’”

2. God blesses us through __________________.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Ge 12:2)”

3. The blessing of God has the power to reverse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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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blessing of God is given to us through ______________.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Eph 1:3-4)

First, in Jesus, He blesses us and keeps us ______________________. (Jn 10:28-29)
Second, through Jesus, He gives us ___________________. (Jn 1:14)
Third, through Jesus, He gives us _____________________. (Col 3:15)
Fourth, through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of Jesus, He blesses us. (2Co 4:6; 3:18)

Closing Remark: Be a channel of blessing that shares God’s blessing.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On the contrary, repay evil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1Pe 3:9)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Lk 6:38)
“But the seed falling on good soil refers to someon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This is the
one who produces a crop, yielding a hundred, sixty or thirty times what was sown.” (Mt 13:23)
“that has come to you. In the same way, the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just as it has been doing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truly understood God's
grace.” (Col 1:6)

life, selection, suffering, Jesus, forever, grace, peace, shining 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