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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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왕상2장� 1~4절(구약,� p511)------------------------------------------------------------ 인� � 도� � 자

� 말� � � � 씀 ---------------------------------------------------------------��하나님의�말씀으로�삽시다�-------------------------------------------------------------- 인� � 도� � 자

� 찬� � � � 송 ----------------------------------------------------------------------------��199장(통234)� --------------------------------------------------------------------------- 다� � 같� � 이

� 주기도문 ----------------------------------------------------------------------------------------------------------------------------------------------------------------------------------------------- 다� � 같� � 이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 및 일가친척 모두가 모이는

이때에 가족 모두 신앙적인 가족(추모)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일가친척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열왕기상 2:1~ 4).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조언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 있는 부모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왕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

다.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에는 부모로서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축복을 알기에 자녀에게 꼭 그렇게 살라

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부모님들의 기대는 후손

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주님 안에서 이루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존경하지요. 물론 다윗은 죄로 

인해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형통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을 통해, 형통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 안에서 자손의 축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언급됩니다. “네 자손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아 너도 자녀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자자손손 왕이 이어지는 복을 받도록 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

다. 우리의 자손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인도자의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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