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7 월 첫째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시편 71: 15-16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잠언 9: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와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소요리 문답
문71: 제 71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71: 제 71 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
하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28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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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Love To Thee O Christ”
https://www.youtube.com/watch?v=dnhCMThVADg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hhvAgIlRFZw (Korean)
Children’s Song – “The Wise Man Built His House”
https://www.youtube.com/watch?v=Eu5bBDRpzPM&list=RDQMWvhu1clGJLE&start
_radio=1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
•

마태복음 5:17-30

예수님은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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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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17-30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25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21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