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5.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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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장 너 주의 사람아]

1.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2. 너 주의 사람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3.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4.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 하나님 아버지 ,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
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슬픔 가
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소망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이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주시
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
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후면 참조]
대표자가 대표로 낭독하거나 식구별로 교대로 낭독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 결단 및 축복기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별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이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 마

침 [주기도문]

◧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6:11~21]

◧ 말 씀 “성장하는 믿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21세기의 디모데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한 싸움은 영생을 얻는 싸움입니다(11~16절 )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여
러분도 아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악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의 선한 싸움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그 자체가 선하며 그 결과 또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싸움의 끝은 바로 주님이 주실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입니다(17~19절 )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의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주님이 앉아계시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모든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소망을 주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귀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20~21절 )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굳
게 지키라고 힘주어 명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더 헛되고 망령된 잘못된 교훈
이 난무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이 우
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을 가르
치고 전하는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 날마다 주님의 크
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