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월 넷째 주 케어 모임  

1) 기도로 시작합니다. 

2)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16:8-36)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2-13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9    그 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21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26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8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    그리 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3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최고의 선택 설교 시리즈 

Part 5: 감사를 드려라 

 

우리의 놀라운 삶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1)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 2) 나는 어떻게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 3) 나는 어떻게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3)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