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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5 월 넷째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시편 66:1-2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잠언 3:7-8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소요리 문답
문 66.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답 66: 제 5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신명기 6:4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Beneath the Cross of Jesus
https://www.youtube.com/watch?v=zKWMu1rT4z4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LYEiVtWllhA (Korean)
Children’s Song: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https://www.youtube.com/watch?v=z6tFzOYFZ30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신명기 6:1-25
•
•

우리가 장수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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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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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6:1-25

1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신들을 좇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18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19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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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하심이라

25 우리가 그 명하신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찌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