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비전 : 성도를 온전케, 세상에 소망을!    2017년 표어 :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Week 8       성경 문답지 & 묵상과 기도       2017년 2월 19일 ~2월 25일 

                         교 구:               구 역:                   이 름: 

 

일년 일독 

스케쥴 

2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신 5-7 8-10 11-14 15-17 18-20 21-23 24-27 

 

2월 

19 
주일 

고린도

후서 

9장 

* 헌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 :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파송자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낼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의 헌금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3).  

문제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각각 그 (              )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묵상: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월 

20 
월요일 

시편 

134편 

* 여호와의 집에 섰는 모든 종들아 찬양하라 :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새벽까지 부지런히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제상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송축하되 손을 들기까지 

열심으로 진실되게 송축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한 열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문제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            ) 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묵상: 나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되게 하소서.  

2월 

21 
화요일 

시편 

135편 

* 택함 받은 자의 찬양 :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1-3).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4-5).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이고(6),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7-

12). 그리고 이런 은총을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푸십니다(13-14). 성도는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고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                )로 택하셨음이로다”  

묵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비전 : 성도를 온전케, 세상에 소망을!    2017년 표어 :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2월 

22 
수요일 

시편 

136편 

*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께 사람들이 감사해야 함을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1).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적은 모두 다 사랑에 속합니다(4-24).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까지 나타납니다(25-26).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문제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묵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2월 

23 
목요일 

시편 

137편 

* 바벨론 포로의 노래 : 시인은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대변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은 단순한 향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의 생명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다음 (       )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                 )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언제나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도: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2월 

24 
금요일 

시편 

138편 

*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 다윗은 여러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2).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구주이시며(3), 열왕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4). 또한 겸손한 자를 특별히 돌보아 주시며 은혜 주시는 구주이십니다(5-6).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               )이 크심이니이다” 

묵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2월 

25 
토요일 

고린도

후서 

10장 

* 사도권을 가진 바울 :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칭찬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          )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묵상: 나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받는 성도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