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giving Study
2012
제 1 일: 시편 136 장을 읽으십시오.
FIRST DAY: Read Psalm 136
1. 당신은 지난 주 공부로부터 어떤 진리가 가장 감사합니까?
What truth from last week’s lesson are you most thankful for?

2.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줍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모든 놀라운
방법들과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 행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시편 136 편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고 각 구분에 감사에 대한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Thanksgiving increases our faith by reminding us of God’s goodness, answers to
prayer, and continuing care for us. Our natural inclination is to forget all the wonderful ways
God has ministered and continues to minister to us. So,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take
time to thank God for all He is, has done, and continues to do for us. In order to increase our
faith and stir our hearts to thanksgiving, we will be studying Psalm 136. Read through this
Psalm and give a title of thanksgiving to each section:
a. 1-3 절 verses 1–3

b. 4-9 절 verses 4–9

c. 10-22 절 verses 10–22

d. 23-26 절 verses 23–26

3.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As you begin your lesson, ask God to help you be thankful.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Psalm 13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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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시편 136:1-3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Psalm 136:1–3
1. 시편기자는 오! 라는 감탄의 말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있는 권고에 관하
여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편 136:1 절
The psalmist began this Psalm with the
exclamation, Oh!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the exhortation that followed? Psalm 136:1

a.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reason did the psalmist give for his thanksgiving?

(1) 이것이 왜 당신이 감사하는 이유인지 나누십시오.
Share why this is a cause for you to give thanks.

2. 다음 구절들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칭호들을 쓰시고 의견을 말하십시오:
Print and comment on the titles ascribed to God from the following:
a. 2 절
verse 2

b. 3 절
verse 3

(1) 당신은 왜 하나님의 위엄있는 품성이 감사합니까?
Why are you thankful for God’s majestic character?

3.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What did the psalmist say about the mercy of God?

a. 왜 하나님의 자비가 감사하는 이유입니까?
Why is God’s mercy a cause for thanksgiving?

4.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으십시오.
Take a moment to thank God for all that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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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시편 136:4-9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Psalm 136:4–9
1.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시편 136:4 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홀로 하셨습니까? The psalmist turned his attention next to God’s creation. According to
Psalm 136:4, what has God alone done?

a. 당신이 관찰하신 것들로부터 이 부분에 맞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몇가지를 쓰십시오.
From your observations, list some of God’s creations that fit into this category.

2. 하늘들을 만들어 진열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편 136:5 절
How do you see God’s wisdom displayed in making the heavens? Psalm 136:5

3. 다은 구절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열거하고 의견을 말하십시오:
From the following verses cite and comment on God’s creation:
a. 6 절 verse 6

b. 7 절 verse 7

c. 8 절 verse 8

d. 9 절 verse 9

4. 하나님의 창조물의 독특한 양상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작품에 왜 감사하는지 말하십시오.
Highlight a specific aspect of God’s creation and remark on why you are thankful for His work.

5. 하나님의 창조물에서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을 줍니까?
How does God’s wisdom and power in creation minister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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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시편 136:10-22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Psalm 136:10–22
1. 시편 136:10-22 절에서 시편기자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에 대한 역사
를 짧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십시오:
In Psalm 136:10–22 the psalmist recited a brief history of God’s care and intervention through
the Exodus. From these verses highlight God’s work on behalf of Israel:
a. 10-12 절
verses 10–12

b. 13-15 절
verses 13–15

c. 16 절
verse 16

d. 17-20 절
verses 17–20

e. 21-22 절
verses 21–22

(1)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떤면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What aspect of God’s care for Israel ministers to you the most? Why?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거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께서 당신을 향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면을 나누십시오. God showcased His faithfulness
as a testimony to Israel. From your life, share a way God has shown His faithfulness toward you.

3.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돌보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Write a note of thanksgiving to God for His continued care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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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시편 136:23-26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Psalm 136:23–26
1. 시편 136:23-25 절에서 시편기자는 감사에 대한 세가지 이유를 더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기록
하시고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In Psalm 136:23–25 the psalmist expressed three more reasons for
thanksgiving. List and comment on these:
a. 23 절
verse 23

b. 24 절
verse 24

c. 25 절
verse 25

(1) 당신은 위에있는 것들 중 어느 것을 가장 감사하게 됩니까?
Which of the above give you the most cause for thanksgiving?

2. 시편 136:26 절의 마지막 권고를 적으십시오.
Record the final exhortation of Psalm 136:26.

3. 당신의 삶에서 감사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reatest deterrent to giving thanks in your life?

a. 당신이 자신에게 감사하도록 상기해 줄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말해보십시오.
Suggest a few ways that you can remind yourself to be thank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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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시편 136 장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ad Psalm 136
1. 시편기자가 기원한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는 구절을 세어보시고 기록하십시오.
Count and record the number of times the psalmist invoked the phrase,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a. 시편기자는 무엇을 그의 독자가 깨닫기를 원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the psalmist wanted his audience to realize?

2. 자비를 정의하여 보십시오.
Define mercy.

3.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How have you seen God’s mercy operating in your life?

4. 당신의 마음의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말과 구절로 다음 문장들을 완성하십시오:Finish
the following sentences with the best word or phrase to express the sentiments of your heart:
a.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b.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c. 오, 주께 감사하라. 왜내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d.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e.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f.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g.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시편 Psalm 13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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