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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구하자

시편 37:3-4 –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소요리 문답
문 37: 신자가 죽을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
답 37: 신자가 죽을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고린도후서 5:1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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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팔소리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https://www.youtube.com/watch?v=SDWZbDALuI8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YgS013QtO1Y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 빌립보서 1:20-26
•
•

바울은 어떤 두 가지 소망 가운데서 고민했었는가?
바울은 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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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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1:20-26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