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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를 구하자

시편 53:1 -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21:30 -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소요리 문답

문 53: 제 3 계명이 무엇인가?
답 53: 제 3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 하리라 하신 것이다.

시편 29:2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https://www.youtube.com/watch?v=h8Vk59SHSWs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wR9jqtr9zp4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 사용한 발람” 민수기 22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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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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장 22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4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

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14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8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
보리라

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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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23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24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35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25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31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36 발락이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37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38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39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후솟에
이르러서는
40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41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