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7 년 4 월 셋째주간 가정예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11:4)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30) 

 
 

 
 

시편 103:19 –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사야 28:29 –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11: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은 무엇인가? 

답 11: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 하시는 일이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5iJ9nqpGhBE  Sing Along 
https://www.youtube.com/watch?v=JQUeDzV7N8U (한글)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창세기 45:3-8; 50:15-19) – 성경본문을 뒷면에 있습니다 
• 요셉은 그가 에굽에 오게된 것에 대해 형제들에게 어떻게 설명 

하였습니까? 

•  요셉은 그가  에굽에 오게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 요셉을 에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 가족, 교회, 친구, 선교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십시요. 

• 예배를 마친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5iJ9nqpGhBE
https://www.youtube.com/watch?v=JQUeDzV7N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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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45:3-8; 50:15-19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15-19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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