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Family Devotions
2017 년 7 월 다섯째 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6:8)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 26:12)

소요리 문답
문 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
답 26: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 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5 –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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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앞에 Rejoice the Lord is King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2N0iVysrykU Sing Along
https://www.youtube.com/watch?v=0-x1yKE63h4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사무엘상 16:1-13
•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 는가?
•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 는가?
• 예수의 왕국은 왜 다윗의 왕국보다 더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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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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16:1-13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2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