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구역예배(주후 2012 년 10 월 19 일, 금)
1. 본 문: 시편 19 편 7-11 절
2. 제 목: 정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
3. 찬 송: 234, 235, 241 장
학문의 꽃을 철학이라 합니다. 인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권의 책으로 우주와 만물의 원리를 터득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나의
인생의 필수 교과서로 삼고 그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은 성경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A.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7)
1. 여호와의 율법이 어떠함으로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나요?
2.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히브리서 4 장 12 절에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3.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7-9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외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지혜롭게 합니다.(7)
1.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나요?
2. 성경이 주는 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 장 15 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C.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8)
1.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인생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나요?
2.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3.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렘 15:16)
*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D. 눈을 밝게 합니다.(8)
1.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2.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생의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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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9-11)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나요?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