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기쁨으로 찬양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 325장)
2.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 열기

말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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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읽기 베드로전서 1장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
하십니까?(5)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까?
적용과 나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지금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찰과 묵상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6-7) 우리를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적용과 나눔 연단의 과정은 즐겁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더욱 순순한 정금으로 되어 갑니다. 나의 삶에서 연단의 가정으로 
더욱 귀한 믿음을 갖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관찰과 묵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번째는 무엇입니까(8) 
우리가 얻게되는 기쁨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8)
적용과 나눔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나 기쁨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번주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말씀 다지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우리 삶에 오늘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찬양할 이유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시거나, 카톡으로 구역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1. 하나님의 사랑과 에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매일 한 가지 이상 고백하게 해 주세요.
2. 코로나 19으로 인해 나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딛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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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도하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 주세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의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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