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4 월 셋째주간 가정예배 

 

  
시편 60: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잠언 28:11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사야 58:13-14 –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14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 

답 60: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 

할것이요, 그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 할수 있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O Day of Rest and Gladness 
https://www.youtube.com/watch?v=7Yr1iGGOlq0 – Listen to the music and singing hear. 
The lyric is on the last page. 
https://www.youtube.com/watch?v=60ASz48Mbnk (Korean) 
 
Children’s Song: “Tell Me the Old, Old 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vXmqCgCEWEo&list=PL8E245695AB920697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느헤미야 13:15-22 

• 안식일에 유다백성이 무엇을 하는 것을 느혜미야가 목격하였는가? 

•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느혜미야는 어떻게 시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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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Yr1iGGOlq0
https://www.youtube.com/watch?v=60ASz48Mbnk
https://www.youtube.com/watch?v=vXmqCgCEWEo&list=PL8E245695AB92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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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13:15-22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매  

 
20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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