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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예 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주 생각하리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이 이렇게 모
여 앉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바쁜 일상 중에도 하
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
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생겨나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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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1~17]
◧ 말 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포도원과 농부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나무를 심어 정성껏 돌보는 농부로 비유되고, 백성은 심긴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극상
품 열매를 바라시며 심긴 새로운 포도나무입니다. 농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무
엇입니까?

어긋난 기대(1~7절)
하나님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포도
나무는 기대와 달리 ‘포악과 울부짖음만 가득한 사회’라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
님은 포도원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
으면 버림받을 것이다.

탐욕의 들포도(8~10절)
그들이 맺은 대표적인 죄는 탐욕입니다. 탐욕스럽게 이웃의 땅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집
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홀로 누리며 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루 누리
도록 주셨습니다. 과도한 땅에 대한 욕심은 죄이며, 타인의 기회를 빼앗는 악행입니다. 탐
욕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것입니다.

쾌락의 들포도(11~17절)
가진 자들은 분별없이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흥으로
쾌락을 즐기는 일만 했습니다. 불의한 부는 사치와 쾌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노동
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습니까? 믿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대표적
인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독점과 이를 바탕으로 누리는 사치와 쾌락을 심판하십니다.
들포도 맺은 백성을 포로로 반드시 스올에 던지십니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초
장이 되고, 낯선 이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
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