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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주일

밤에 부른 감사의 노래
시편 77:1-15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가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 77:6)

1. 하나님은 _______________ 에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애 1:2)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35)

2. 하나님은 고통스런 밤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__________ 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 77:10-11)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시 77:13)
첫째, 현재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낼 _____________________ 을 얻게 됩니다.
둘째, 장래의 은혜를 __________________ 할 수 있게 됩니다.

3. 하나님은 밤에 부른 _______________ 의 노래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단 2:19-20)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단 2:23)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5)

나가는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을 때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9-3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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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giving Sunday

A Song of Thanksgiving Sang at Night
Psalm 77:1-15

Opening Remark: At times God makes us sing songs at night.
“I remembered my songs in the night. My heart meditated and my spirit asked.” (Psa 77:6)

1. God leans His ears towards songs sang during the _______________.
“For his anger lasts only a moment, but his favor lasts a lifetime; weeping may stay for the night, but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Psa 30:5)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in the thirteenth year of the reign of Josiah son of Amon king of
Judah.” (La 1:2)
“Jesus wept.” (Jn 11:35)

2. God wants us to remember the ___________ he has given in the past during painful nights.
“Then I thought, “To this I will appeal: the years when the Most High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I will
remember the deeds of the LORD; yes, I will remember your miracles of long ago.” (Psa 77:10-11)
“Your ways, God, are holy. What god is as great as our God?” (Psa 77:13)

First, you will gain _________________ to overcome your current sorrow and suffering.
Second, you will be able to ________________ future grace.
3. God is pleased and receives the singing of _________________ at night.
“During the night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Then Daniel praised the God of heaven
and said: “Praise be to the name of God for ever and ever; wisdom and power are his.”” (Da 2:19-20)
“I thank and praise you, God of my ancestors: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power, you have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dream of the king.” (Da 2:23)
“I thank and praise you, God of my ancestors: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power, you have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dream of the king.” (Ac 16:25)

Closing Remark: When we believe in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His absolute
providence we can give absolute thanksgiving.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Th 5:16-18)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outside your
Father’s care.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Mt 10:29-31)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 8:28)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Mt 26:26-28)
night, grace, strength, expect, thanksgi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