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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41:1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0: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출애굽기 32:15-16–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 되었는가? 

답 41: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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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https://www.youtube.com/watch?v=Cc0QVWzCv9k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CXcoVHfCIz8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출애굽기 20:1-21 
• 첫 네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가? 
•  

• 마지막 6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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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QVWzCv9k
https://www.youtube.com/watch?v=CXcoVHfCI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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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0:1-21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지니라  

 

14 간음하지 말지니라  

 

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8 뭇 백성이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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