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Family Devotions 
2017 년 3 월 첫주간 가정예배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1-2)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5:1-2) 

 
 

 
 

신명기 6:4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레미야 10:10 -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5: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답 5: 한분 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dbxSpJn1yQ) 영어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https://www.youtube.com/watch?v=K5HSo-
XXcH4) 한글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하나님이 다곤을 문어뜨림 ” (사무엘상 5: 1-12) – 성경본문을 뒷면에 있습니다 

•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났습니까?? 

•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진 후에 가드에 어떤일이 일어났습니까? 

• 에그론에 하나님의 궤가 이르렀을때에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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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HSo-XXcH4
https://www.youtube.com/watch?v=K5HSo-XX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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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5: 1-12하나님이 다곤을 무너뜨림 

 

1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3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 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9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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