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Psalm 19:1 NIV 

Creation declares God’s __________ 
2 Day after day they continue to speak; night after night they make him known. 3 They 
speak without a sound or word; their voice is never heard. 4 Yet their message has gone 
throughout the earth, and their words to all the world. Psalm 19:2-4a NLT 
When I look at the night sky and see the work of your fingers — the moon and the stars 
you set in place — Psalm 8:3 NLT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people are without excuse. Romans 1:20 NIV 

The Bible reveals God’s __________ 
The instructions of the Lord are perfect, reviving the soul. The decre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Psalm 19:7 NLT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Matthew 4:4 NIV 
8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re right, bringing joy to the heart.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clear, giving insight for living. 9 Reverence for the Lord is pure, lasting 
forever. The laws of the Lord are true; each one is fair. 10 They are more desirable than 
gold, even the finest gold. They are sweeter than honey, even honey dripping from the 
comb. 11 They are a warning to your servant, a great reward for those who obey them. 
Psalm 19:8-11 NLT 

__________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expression of his nature,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After making purification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Hebrews 1:3 CSB 
12 How can I know all the sins lurking in my heart? Cleanse me from these hidden 
faults. 13 Keep your servant from deliberate sins! Don’t let them control me. Then I will 
be free of guilt and innocent of great sin. Psalm 19:12-13 NLT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ESV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Matthew 5:16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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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성경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 줍니다.  
시편 19:1 우리말성경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__________을 선포합니다 

2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 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3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4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시편 19:2-4상 우리말성경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8:3 우
리말성경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
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0 우리말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__________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시편 19:7 우리말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4:4 바른성경 

8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9 여
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10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11 주의 종들이 이것들
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시편 19:8-11 우리말성경 

_______________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
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 표준새번역 

12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13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시편 19:12-13 우리말성경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개역개정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
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1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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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22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23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
기셨다. 24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
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
다.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
왔다. 베드로전서 2:22-25 바른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천지만물 중에서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피조물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생생하게 다가
왔나요? 

3. 당신이 아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 - 그분의 영원하
신 능력과 신성을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선한 일
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Communion: 
“He committed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 in his mouth.” 23 When they hurle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1 Peter 2:22-25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in God’s creation amazes you? 
2. What part of God’s heart and nature has come alive for you through His word 

recently? 
3. Pray for unbelievers you know. Pray that they will clearly see God’s invisible 

qualities -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through God’s creation all around 
them. 

4. Pray for the Church. Pray that we will let 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our Father who is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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