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Family Devotions
2018 년 1 월 넷째주간 가정예배

지혜를 구하자

시편 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잠언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소요리 문답

문 49: 제 2 계명은 무엇인가?
답 49: 제 2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 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대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4 대 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
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열왕기하 23: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만 입이내게 있으면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https://www.youtube.com/watch?v=4O9kw3cILpg (English)
https://www.youtube.com/watch?v=QsppGc4tKOc (Korean)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열왕기상 11:31-40
•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

어떻게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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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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상 11:31-40
31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 이요
36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39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