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ship

In Spirit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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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tory 

prayer 김순배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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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창세기

11:1-9



(창 11:1)
온땅의언어가하나요말이하나였더라
(창 11:2)
이에그들이동방으로옮기다가시날평지를만나
거기거류하며
(창 11:3)
서로말하되자, 벽돌을만들어견고히굽자하고
이에벽돌로돌을대신하며역청으로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
려고 내려오셨더라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
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
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
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
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
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
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라 하시니라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시 115: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 96: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창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
를 낳았으며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창 11: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 11: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 11: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
를 낳았으며



(창 11: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창 11: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창 11: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 11: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창 11: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
았더라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
르에서 죽었더라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
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창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
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
였으며
(창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
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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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 강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