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가정예배 지침서
2020. 5. 13(수)

◧ 인도자 [예 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시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3.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4.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5.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후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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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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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개 2:1~9]
◧ 말 씀 “성도의 영광, 십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며, 이 시대를 제2 성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앞으
로 지어질 성전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진정한 영광이
외적 모습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영광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전 영
광을 재현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더 우선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매
우 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부어주신 성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
로 돌아와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유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
씀과 성령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들
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은 진정한 영광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
해야 우리의 신앙이 쇠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물과 교인의 규모로 영광을 삼지만 하나님의 말
씀과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나중 영광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
씀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명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금과 은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성전이 아니
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
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평강은 다 사라지고 금과 은을 추구하는 물
신숭배의 우상만이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경험했던 과거를 직시해야 했습니
다. 더욱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익 , 쓸모, 유익이 있어야 시간을 투자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와 쓸모로 판단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우리가 섬겨야 할 참으로 영광스
러운 분이십니다. 세상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실패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로 치부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
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누릴 세상적 이익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영광은 유대인들이 무익하다고 말하고, 헬라인들은 무식하다고 말
했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은혜
가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