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으로 찬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내 갈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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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읽기         시편 42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나누기              관찰과 묵상 시 42:1-4을 읽어보세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

                         고라 자손이 처한 환경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3-4)

       고라 자손은 영적갈망을 하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적용과 나눔

       고라 자손의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갈망은 얼마나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영적 갈망을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많이 필요한 영적 갈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훈련, 선교 등등…

 

                                  관찰과 묵상 시 42:5 절을 읽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왜 낙심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은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갈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용과 나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그 말을 당신을 낙심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어떤 말씀이 내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당신의 삶이 영적 갈망으로 충만할 때, 예배, 기도, 선교에 당신은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말씀다지기     우리 교회가 영적 갈망으로 충만하다면, 곳곳에서 말씀읽기, 기도하기, 훈련하는 모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만 갈망하는 성도들이 될 때, 온전한 제자되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다윗과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갈망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6월 21-23에 있는 여름성경학교, 7월 19-21일에 있는 중등부 여름캠프, 7월 22-24일까지 고등부 여름캠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구역 멤버들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에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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