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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신명기

32:1-20 



(신 32:1)
하늘이여귀를기울이라내가말하리라땅은내
입의말을들을지어다
(신 32:2)
내교훈은비처럼내리고내말은이슬처럼
맺히나니연한풀위의가는비같고채소위의
단비같도다
(신 32:3)
내가여호와의이름을전파하리니너희는우리
하나님께위엄을돌릴지어다



(신 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
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바르시도다
(신 32: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다
(신 32: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
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
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
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 3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
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 32: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
신 기업이로다



(신 32:10)
여호와께서그를황무지에서, 짐승이부르짖는
광야에서만나시고호위하시며보호하시며자기의
눈동자같이지키셨도다
(신 32:11)
마치독수리가자기의보금자리를어지럽게하며
자기의새끼위에너풀거리며그의날개를펴서
새끼를받으며그의날개위에그것을업는것같이
(신 32:12)
여호와께서홀로그를인도하셨고그와함께한다른
신이없었도다



(신 32: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
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 32:14)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
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
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 32: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 32: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
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 32:18)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
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신 32:1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신 32:20)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
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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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강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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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