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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구하자

시편 45:2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잠언 14: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소요리 문답

문 45. 제 1 계명이 무엇인가?
답 45: 제 1 계명은 나 외에 다른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20:3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명기 5:7 –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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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eth Me

https://www.youtube.com/watch?v=OpC78nfVdfY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tdQYLZZShgY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역대상 28:1-10
•
•
•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것이라 했는가?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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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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8:1-10
1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2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10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3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새
6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7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8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