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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수 감사절 특강

말씀 / 시편 103:1-22

요절 / 시편 103:2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합니까(1)? 여호와를 송축할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2)? 그

의 모든 은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3-5)?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일을 생각해 보시오(6,7).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가 어떠합니까

(8,9)?

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3.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0,11)?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

떻게 긍휼히 여기십니까(12,13)? 왜 그처럼 긍휼히 여기십니까(14)?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

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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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4.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15,16)?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영원합니까(17)? 여호와를 경외하

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18)?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게 이르리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5. 왕이신 여호와를 생각해 보시오(19)? 여호와를 송축할 자들이 누구입니까(20-22)?

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

축하라

21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

호와를 송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