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편 150 여ㅎ바님을 찬양하라!

Psalm 150:1
`AZ*[u [:yqIïr>Bi WhWlªl.h¥;÷ Av+dq> 'B. laeî-Wll.h;( ŸHy"" Wll.h;î
너남들은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하나님을 그의 성소에서 크게 찬양하라
그의 능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Al*d>GU broåK. WhWlªlh. ;÷¥ wyt'_roWbg>bi WhWlïl.h;( 2
너남들은 그의 능력의 역사들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그의 뛰어나신 위대하심을 따라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rAN*kiw> lb,nEåB. WhWlªl.h;÷( rp"+Av [q;teäB. WhWll.h;â( 3
너남들은 트럼벹 소리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bg")W[w> ~yNImï iB. WhWlªl.h;÷( lAx+m'W @toæb. WhWll.h;â( 4
너남들은 팀브럴과 원형 춤으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h['(Wrt. yleîc.l.cBi .( WhWlªl.h;÷( [m;v'_-ylec.l.cib. WhWlïl.h;( 5
너남들은 씸볼들 소리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울려퍼지는 씸볼들로 소리로 그 분을 크게 찬양하라,

`Hy")-Wll.h;( Hy"© lLeîh;T. hm'v'Nh> ;â lKoå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라,
너남들은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

장에서는

~yhi_l{a/ 2-3

장에서는

~yhiÞl{a/ hw"ïhy>

4

장에서는

hw"ëhy>

호흡이 없는 저들은 어떻게 찬양하지?
시편 148: 3-10
하늘의 하늘도 ,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도 ,
용들과 바다도 , 땅도 ,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도,
산과 작은 산과,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기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ll;h'

vb.

praise, boast

ll;x' vb. pollute, defile,

profane;

(ASV and RSV usually the same.)

호흡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지?
Psalm 149:1

`~ydI(ysix] lh;îq.Bi AtªL'hiT.÷ vd"x_ ' ryviä hw"hyl;â( Wryviä ŸHy"" Wll.h;î
너남들은 여호와를 크게 찬양하라,
너남들은, 성도들의 성회에서 그를 찬양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방법

Psalm 33:3

`h['(Wrt.Bi !GE©n:÷ Wbyjiîyhe vd"_x' ryviä Alß-Wryvi(

너남들은 그 분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
너남들은 현악기를 기교충만하게 큰 소리로 연주하라

!GE©n:÷ Wbyjiîyhe

목적

너남들은 현악기를 기교충만하게 연주하라!

Psalm 40:3

Waåry> I Wnyheîl{ale( hL'çhiT. évd"x' ryviî Ÿypi'B. !TeìYIw:
`hw")hyB; Wxªj.b.yIw>÷ War"_yyIw> ~yBiär:

그 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내 입에 주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오케스트라팀이 찬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실력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

결과

Ezekiel 37:26

~t'_Aa hy<åh.yI ~l'ÞA[ tyrIïB. ~Alêv' tyrIåB. ~h,l' yTiÛr:k'w>

`~l'(A[l. ~k'ÞAtB. yvi²Dq" .mi-ta, yTiót;n"w> ~t'êAa ytiäyBerh> iw> ~yTit;n>W
그리고 나는 그들과 평화계약을 맺었다. 영원한 계약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정착시킬 것이고, 그들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울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ㄴ님 예수 그리스도
2 Peter 3:8

}En de. tou/to mh. lanqane,tw u`ma/j( avgaphtoi,( o[ti mi,a h`me,ra para.
kuri,w| w`j ci,lia e;th kai. ci,lia e;th w`j h`me,ra mi,aÅ
그리고 형제들아, 주님과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는 이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

무슨 뜻인가요?

Luke 23:43
Luke 23:43

kai. ei=pen auvtw/(| VAmh,n soi le,gw( sh,meron metV evmou/ e;sh| evn

tw/| paradei,sw|Å
그리고 그 분께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있을 것이다, 그 낙원에.

계시록 19 장 1 3 4 5 6 7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으시면
1000년을 선물로 받으신다. 영생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