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속히 오리라
기쁨으로 찬양 1.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 484장)

2.사망의 그늘에 앉아

마음 열기

말씀 열기

각자 한 주간의 삶과 묵상 그리고 감사 제목 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22:10-21을 함께 읽습니다.

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10절)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용과 나눔 계시의 말씀이 인봉되지 말아야 모든 사람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찰과 묵상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18-19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신4:2)

적용과 나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것은 

맞으니까 복종하고, 저것은 힘드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기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2

말씀 다지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380회 이상 반복해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봉인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소서.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03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2절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  세상의 영광 나 안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절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 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날

함께 기도하기

찬송가 27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