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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

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

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

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

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

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

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은  (              ) 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복음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눠 봅시다.

시편 1:1-6 •경건의 삶 점검 & 매일 성경의 큐티 나눔 

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 회개, 감사한 것이 있다. ❏

② 묵상한 말씀(또는 설교)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 ❏

③ 말씀 묵상을 통해 새로운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 

④ 한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 ❏

⑤ 한 주간 (              ) 때문에 말씀 묵상과 적용이 힘들었다. ❏

시편기자는 악인들과의 대비와 비유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1-3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1절에서는 부정적으로, 2절

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1.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절)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즐거워합니까?(2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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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3절a)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3절b) 

이들에게 맺히는 과실은 무엇입니까?(시19:7-10, 시119:97-105, 딤후3:15-17)

 

4.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실상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4절) 악인들의 인생

의 결말은 어떠합니까?(5, 6절) 

나눔 1. 창조주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시류에 휩쓸리는 

가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가정, 일터, 교회) 현실의 논리에 타

협하며 흔들렸던 기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눔 2. 무너진 삶의 기준들을 어떻게 다시 말씀 안에서 세워 가시겠습니까?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삶 _ 말씀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공동체 _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준

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