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저녁 가정예배 지침서
2020. 7. 26(주)

◧ 인도자 [예 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평안히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후렴 :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3)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4)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워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온가족이 함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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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6]
◧ 말 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
야는 그가 어떤 일들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새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흙
속에 묻힌 뿌리에서 돋아난 연한 가지처럼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그분 안에 지혜와 총명
과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왕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
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
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
리 가족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며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
야기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구원의 깃발이 되십니다. 사
방으로 퍼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
다.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복된 소식 앞에 감사로 나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