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예배가정예배가정예배    순서지순서지순서지   

 

 

 

  

 

년 월 일2020 3 15년 월 일2020 3 15년 월 일2020 3 15
취학부취학부취학부       가정예배가정예배가정예배

입    례■ 인도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장 예수 사랑하심을563 다같이
봉    헌■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인도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를 , .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 .

성경봉독■ 에스겔 장 절 구약 쪽37 5-6 ( 1209 )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5: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6: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 믿음의고백 다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 .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말    씀■ 에스겔이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인도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에는 몸을 지탱해 주는 뼈들이 있어요 뼈는 우리 몸속  . 

에서 복잡한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만약 뼈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 우리는 아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에요? .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본 이야기예요 환상 속에서   .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만드셨대요 이 놀라운 이야기! 

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영상을 보세요? ( )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   ,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백성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고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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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갈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마른 뼈 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헤매며 죄 속에서 . ‘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우셨어요  .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생기없는 마른 뼈를 맞추시고 숨을 불어넣어 다시 ,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 “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 죄로 죽고 소망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에요. 

그런데 사실 마른 뼈 는 죄를 지은 우리를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들도 마른 뼈처  , ‘ ’ . 

럼 소망 잃은 이스라엘처럼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  

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 .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 3 , 

요 마른 뼈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 ! . 

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사랑하는   ○○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 

소망이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 

바랄 수 없던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 

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 그러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어린이가 될 줄, 

로 믿습니다.

기    도■ 다같이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소망을 주시는 ,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 .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그 소망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주기도문■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