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가정 예배 모범
    묵상기도 --------------------------------------------------------------------------------------------------------------------------- 인  도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 559장(통305) ---------------------------------------------- 다  같  이

 기    도 --------------------------------------------------------------------------------------------------------------------------- 가족(자녀)대표

(기도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과 죄를 고백하오니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땅만 내려다보며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과 민족을 돌아보는 여유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행17장 24~25절(신약.218)------------------------------ 인  도  자

본문)“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 말씀 인도

후면 참조

 말    씀 --------------------------------------------------------------------------------------------------------------------------- 인  도  자

 찬    송 -------------------------------------------  384장(통434) --------------------------------------------- 다  같  이

 주 기 도 --------------------------------------------------------------------------------------------------------------------------- 다  같  이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및 일가친척이 모이는

                           이때에 가족 모두 은혜로운 가족(추모)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 [� 제목:� �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  

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한 형제가 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도록 한 핏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생명 주셔서 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호흡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호흡의 주관자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

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자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장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족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생명과 호흡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이 땅에서 주신 

생명, 호흡,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