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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예 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하님을 전적으로 신
뢰하며 나아갑시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

송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1.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오리라
후렴 :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 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3.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 대표기도 [가족대표]
<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이 이렇게 모
여 앉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
를 비롯한 위험한 것들에게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하
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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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3]
◧ 말 씀 “바벨론의 운명”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급기야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세상의 뭇 영웅
들을 스올로 보낼만큼 거칠 것이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하늘의
별들까지 주관한다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추락과 파멸을 예고하십니다.

폭군의 종말과 세상의 환호
거칠 것 없던 폭군의 억압을 꺽어버리실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 가혹한 노동에서 해방된 하나님
의 백성들은 감격 속에 바벨론의 추락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막
강한 권세는 꺽였습니다. 잔존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힘겨우나, 언젠가 궤멸될 것입니다.

폭군의 죽음에 대한 조롱
레바논의 백향목이 폭군의 죽음을 기뻐하고 땅 밑의 스올도 반가이 맞이합니다. 열국을 지배하며
하늘 높은 곳까지 오르고자 했던 교만한 별을 가장 낮은 음부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십니다. 영원
한 권력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대 자본에 힘입은 횡포에 위축되지 말고, 의의 편에 서야 합니
다.

시체로 버려질 폭군의 운명
사람들은 버려진 시신을 살펴보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주검을 보고 경악하
였습니다. 잔인한 폭군의 시체는 오물처럼 버려져 짓밟혔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자가 가장 빨리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께서 높여주실 때, 더 자신
을 돌아봐야 합니다.

폭군의 죽음으로 인해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은 나그네 된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
고, 정의의 통치를 베풀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얻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고 해방과 자
유와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힘써 일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