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4 월 넷째주간 가정예배 

 

  
 
시편 61: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잠언 29:23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61: 제 4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61:  제 4 계명에 금하는 것은 그 명한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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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과 핍박 중에도 Faith of Our Fathers 
https://www.youtube.com/watch?v=gPYpaln4J2E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NX716Prz95E  (Korean)  
 
Children’s Song: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https://www.youtube.com/watch?v=cccJhMVFrLs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마태복음 12:1-13 

•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가? 

•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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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Ypaln4J2E
https://www.youtube.com/watch?v=NX716Prz95E
https://www.youtube.com/watch?v=cccJhMVFrLs


 

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4 월 넷째주간 가정예배 

 

 

마태복음 12:1-13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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