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3. 29( 주)

◧ 인도자 [예 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시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2.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 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언제
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한없는 은혜로 다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
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 그런데 지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의 고통과 아픔들이 멈추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이 회개하며 나
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
기를 공급받 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 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후면 참조]
대표자가 대표로 낭독하 거나 식구별로 교대로 낭독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 결단 및 축복기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별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이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
◧ 마

침 [주기도문 ]

◧ 성경봉독 [시편 68:19-27]
◧ 말 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들려오는 사건 , 사고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인생 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인생의 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에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십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져야 할 짐이 너무도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 , 가난과 질병의 짐 , 타인의 오해로 인
한 짐 등 사람이 져야하는 짐의 목록들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무거운 짐들에 비하면 사람의
능력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져야할 짐들은 너무도 많은데 ,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
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19절 ). 크신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
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짐을 집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 서는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친히 잘 알고 계 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십니다.
모든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 의 다른 짐은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
는 반면에 죄의 짐은 어떤 사람도 대 신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죽
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짐을 완벽히 해 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에 평안과 쉼 , 안 식까지도 가져다줍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하
나님 안 에서의 완벽한 안식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초청하십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마 11:28).”

셋째,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차 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라면 하나 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
전히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 진이 빠지도록 애도 써 보
지만 ,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야 결국 하나 님을 찾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 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티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
비하고 있는지 모릅 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것도 못하느냐고 절대로 비웃
지 않으시고, 오히려 왜 좀 더 빨리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짐을 기꺼이 지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 버지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 인생 의 짐을 언제나 대 신 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의 짐이 무겁다고 여겨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