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7 년 2 월 셋째 주간 가정예배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시편 3:1-4)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요한복음 20:30-31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미가 6:8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이 무엇인가 ? 

답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 하시는 본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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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and Obey” https://www.youtube.com/watch?v=JjWV_Kuxd2s 영어 
“예수 따라가며” https://www.youtube.com/watch?v=iA54bv_cnbc 한글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노아의 신뢰와 순종 ” (창세기 6: 9-22) – 성경본문을 뒷면에 있습니다 

• 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까?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의롭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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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V_Kuxd2s
https://www.youtube.com/watch?v=iA54bv_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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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6: 9-22 (노아의 신뢰와 순종) 

 

 9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하였으며  

 10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 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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