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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불평으로 문제를 만드는 타입입니까? 감사로 문제를 이기는 타입입니까?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일어난 일 중 

 어떤 불평과 감사가 있었는지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2.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합 1:2-3, 13) 

 그러나 결국 무엇이 그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합 3:18-19)

 

 

3.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부르는 이 찬양의 곡조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곡조를 작시해 봅시다.(참고/시 28:7-8, 사 12:2, 엡 6:10)

 지금 나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감사인(人)으로 살기 원하는 나는 지금 어느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 앞에 "감사"의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시급한지 서로 나누어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은혜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형균 목사

감사인(人)   하박국 3:17-19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David Kim

Grateful Person   Habakkuk 3:17-19

<Song in Response:  Grace

1.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makes problems with complaints or the one who overcomes 
 problems with gratitude? Share one of the complaints and gratitude that happened to you during 
 the week.

2. We can see the prophet Habakkuk complaining to God in a situation where he cannot be thankful 
 at all. (Habakkuk 1:2-3, 13) But what eventually became the source of his faith? (Habakkuk 3:18-19)

3. How is the tone of this hymn sung by Habakkuk in today's text? Compose the following song with a 
 heart that confesses your gratitude applying your own situation in God’s word. (Ref / Psalm 28:7-8, 
 Isaiah 12:2, Ephesians 6:10)
 

 Even if I don't hav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ight now

 The Lord is m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Which position have you been called to since you decided to live as a grateful person? If you put the 
 word “grateful” in front of that position, which part of you is urgently needed to change? Share and 
 pray for one an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