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찬양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 212장)

2.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마음 열기

말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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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읽기 베드로전서 4:7-11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7절을 읽어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적용과 나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 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관찰과 묵상  8절을 읽으세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과 나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가 술취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관찰과 묵상  9절을 읽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손님을 대접하면 어느정도까지 대접합니까? 
적용과 나눔 손님이 당신 집에 일주일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손님
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다가 마음에 원망과 어려움이 찾아온 
적은 있습니까? 왜 원망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관찰과 묵상  10절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용과 나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
니다(고전 12:7) 당신의 은사로 공동(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셈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용한 은사를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셈하실 때 기뻐하실까요? 분노하실가요? 

2

말씀 다지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내년에는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 교회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2.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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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 212장)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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