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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8:8-9 –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잠언 28:27 –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 하는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고린도전서 15:4 –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베소서 1:20 –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 지심이 어떠한가 ? 

답 28:  그리스도의 높아 지심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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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심” 사도행전 1:1-11 

•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 예수님은 재림하실때에 어떻게 올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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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0iVysrykU
https://www.youtube.com/watch?v=0-x1yKE63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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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1-11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 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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