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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75: 1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잠언 13: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말라기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75: 제 8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 

답 75: 제 8 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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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 
https://www.youtube.com/watch?v=6CMclLT_Hjg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i72JwTcY8Tw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말라기 3:6-12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도적질 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터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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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MclLT_Hjg
https://www.youtube.com/watch?v=i72JwTcY8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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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기 3:6-12 

 
6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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