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5 월 둘째주간 가정예배 

 

  
시편 64:10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잠언 1:8-9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사사기 14: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64. 제 5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64: 제 5 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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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I have a Savior, He’s pleading in Glory 
www.youtube.com/watch?v=jB7j173BgK4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B6BrMttuTLE  (Korean) 
 
Children’s Song: God’s Love Is So Wonderful 
https://www.youtube.com/watch?v=Ju38Sdc2cSg&list=PLONnQ-
KywMA2ZA0YiZLXlY21z7XB5WZwy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사사기  14:1-20 

• 삼손은 어떻게 부모를 욕되게 했는가? 

• 삼손의 인물 결함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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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BrMttuTLE
https://www.youtube.com/watch?v=Ju38Sdc2cSg&list=PLONnQ-KywMA2ZA0YiZLXlY21z7XB5WZwy
https://www.youtube.com/watch?v=Ju38Sdc2cSg&list=PLONnQ-KywMA2ZA0YiZLXlY21z7XB5WZ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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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14:1-20 

 
1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5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6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7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8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10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12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 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3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14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삼 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5 제 칠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로되 너는 네 남편 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16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17 칠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칠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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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칠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19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 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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