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1 월 둘째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시편 47:8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잠언 15:3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소요리 문답

문 47: 제 1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47: 제 1 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 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 하는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열왕기하 17:33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내 주의 나라와 I Love Thy Kingdom, Lord

https://www.youtube.com/watch?v=yxaiLR1REKE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cQTE9KDrgDg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열왕기하 17:24-4

•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 났는가?
• 주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운 후에도 그들은 무엇을 잘못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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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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하 17:24-41
24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25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 그러므로 혹이 앗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7 앗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 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28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벧엘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34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35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40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놋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41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좇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31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