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5.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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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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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2:1~7]
◧ 말 씀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정착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실천해야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를 버리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 우상숭배가 널리 퍼진 곳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시고, 정복하고 정화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훼파하는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
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 이후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불경건함을 덮어주는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자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옛 모습을 변화시
키기 위해 씨름하지 않고 적당히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싸움을 결코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의 습관을 타파하도록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자아와 싸우고 하나
님께 순종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
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온갖 풍성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
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착할 땅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이 아니라 풍요가 약속된 축복의 땅입
니다. 풍요로운 복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임을 예배를 통해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
배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서 누리
는 온갖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
한 복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우리는 영적 위기
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야말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면서
자기 자아에 이끌려 자신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만을 우상으로 섬
기는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
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
어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야말로 항상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