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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례  ---------------------------------------------------------------------  인도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같이

■봉    헌  ---------------------------------------------------------------------  다같이

■대표기도  ------------------------- 가족 중 한 명 --------------------------  인도자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요나 4장 10-11절(구약 1289p) -----------------  다같이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고백  -----------------------------------------------------------------   다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세요.”

■말    씀  -----------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가요?  -----------  인도자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장난감을, 어

떤 친구는 친구들을, 어떤 친구는 강아지를, 어떤 친구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

고 아껴주어요. 우리 ○○(이)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자녀의 답변을 기

다려주고 들어준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왜 소

중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1.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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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

이 미워서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 죽을 

뻔 한 요나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일어날 

일을 보려고 햇볕을 쪼이며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 넝쿨로 그

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다음날 벌레를 보내 박 넝쿨을 갉아먹어 시들어 죽게 하

셨어요. 요나는 수고하여 키우지도 않고 얻었지만, 그늘을 만들어주고 더위를 막

아준 박 넝쿨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준 박 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는 죄로 죽어가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박 넝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이방민족인 니느웨 사람들

과 심지어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낸 이유도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바라요.

■기    도  --------------------------------------------------------------------  다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임을 기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고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가족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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