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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변하는 감사 제목들  <추수감사절 메시지>
본문: 시편 136:1-3 (시편 136편)

(골 2: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I.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        ) 하나님이시다

(시 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개역)

(시 136:2-3)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렘 29:11)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시 136:5-9)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6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8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9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II. 하나님이 나를 (           )하셨다
(시 136:10-11) 이집트의 맏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12-14)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13-15)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5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24:7)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딤전 1:13, 15)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III. 내 인생을 끝까지 (           ) 주신다

(시 136:16)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17-18)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8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23)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 136:25)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