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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50:1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잠언 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50: 제 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50:  제 2 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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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되기를 More Like Jesus Would I Be  
https://www.youtube.com/watch?v=iyZdBUQOWuA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eitFiX5MAWI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역대하 7:1-10 

 •솔로몬이기도를 끝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에 어떻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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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iyZdBUQOWuA
https://www.youtube.com/watch?v=eitFiX5MA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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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하 7:1-10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4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 솔로몬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이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6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7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8 그 때에 솔로몬이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9 제 팔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칠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일 

동안 지키니라  

 

10 칠월 이십 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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