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8년 7월 둘째주간 가정예배 

 

  
 

시편 72: 17-18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잠언 10: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빌립보서 4:8  –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72: 제 7 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답72: 제 7 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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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O To Be Like Thee” 
https://www.youtube.com/watch?v=KrYhiK2nQBg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ERLGj3idBMk (Korean & English) 
 
Children’s Song – “Trust & Obey” 
https://www.youtube.com/watch?v=XD3JiXt_g_g&index=9&list=RDQMWvhu1clGJLE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에베소서 5:1-20 

• 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재산이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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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YhiK2nQBg
https://www.youtube.com/watch?v=ERLGj3idBMk
https://www.youtube.com/watch?v=XD3JiXt_g_g&index=9&list=RDQMWvhu1clGJ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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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5:1-20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감사하며  


	빌립보서 4:8  –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
	지혜를 구하자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에베소서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