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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 감사 주일

밤에 부른 감사의 노래
(시편 77:1-15)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가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밤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지만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일(לַיִ ל, layil)
입니다.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역경”을 뜻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한 밤은 문제가 있는 밤입니다. 근심이 있는 밤
입니다. 불안한 밤입니다. 괴로운 밤입니다. 시인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현실이 얼마나 힘
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밤에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에,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인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
혼의 창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깊은 눈물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2. 하나님은 고통스런 밤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와 기이한 일들을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것은 첫째로, 현재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장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3. 하나님은 밤에 부른 감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슬픈 밤이 감사의 밤이 되게 하십니다.
슬픈 노래가 변하여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에 부른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밤에 부
른 슬픈 노래를 기쁜 노래,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을 때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우리
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받은 은혜를 감
사하며, 감사를 기록하게 되면 감사할 내용이 자꾸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감사는 풍성해 집니다. 감사는 감
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빕니다. 감
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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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나누기
1.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힘들어서 가끔 “밤의 눈물”을 흘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찬양 속에서 주셨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2.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는지 그 두가지를 대지②에서 찾아 보세요. 실제로 각자가 그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며 그 어려움 뒤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했던 일들을 서로 간증해 보세요.
3. 감사의 노래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
)과 (
)를 믿을 때 (
)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가 감사의 제목 3 가지를 표현하면서 그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다함께 감사찬양하여 보세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으며 절대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시공사(ACI),설계사(BGW),은행(FCB),새생명 비젼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4. 환우와 가정 및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감사가 더욱 풍성하도록/연말연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5. 강목사님 사역-가정/제직회,공동의회/성탄절 행사,송구영신예배/연말특새/목자의 밤/각 부서 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