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5. 1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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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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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7:37~52]
◧ 말 씀 “진리 앞에서 둘로 나뉘다”
요한복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미래에 예수님에 의해 일어날 사건을 통합해 하나로 표현하
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후에 제자
들이 성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선포
는 과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회상하게 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과 의인
과 죄인을 나누는 심판주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진리 앞에서 무리가 나뉘다(37~44절 )
초막절은 8일간 계속되는데,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님은 당신이 바로 그 물을 공급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37~39절 ). 예수님은 에스겔이 기록한 것처럼 , 성
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겔 47:1~5). 이에 무리는 예
수님을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 하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로 나뉘었습니다(40~43절 ). 이는 심판주 예수
님의 말씀에 의해 의인과 죄인이 나뉠 것을 미리 보여 줍니다. 이는 심판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사건
이었기에 ,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 중에도 감히 그분께 손을 대려는 자가 없었습니다(44절 ). 이런 현상
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에 의해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고 교회를 비웃고
핍박하던 자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 앞에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믿고, 세상에 이 생명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유대 당국자들이 나뉘다(45~52절 )
유대인 당국자들, 즉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역시 둘로 나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
해 파송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45~46절 ). 그러자 바
리새인들은 그들도 미혹되었다며 꾸짖으며,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
다(47~49절 ). 하지만 당국자, 곧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
다.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50~51절 ). 이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공격하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아밋대의 아들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지역인 가드헤벨 출신입니다(왕하 14:25). 이 논쟁은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49절 ) 자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평범한 한 명의 순례자의 모습
으로 오셨지만,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누가 참 의인과 죄인인지를 구별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이며, 앞으로 우
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그렇게 의인과 죄인이 나뉘게 될 마지막 그날까지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
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