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Family Devotions
2017 년 10 월 둘째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시편 36:7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잠언 5:21 –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소요리 문답

문 36: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
답 36: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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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G2CbkL8io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시편 51 장 - 다윗의 회개
•
•

51 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된었는가?
다윗은 어떤것들이 회복하기를 바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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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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51 장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