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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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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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4-6절(구약 1033p) 다같이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믿음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 말    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외쳤어요 인도자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예언이 나타나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중
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에요.
  이사야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너에게서 태
어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하
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은 ‘메시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또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 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그 
메시야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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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가 점점 더 지쳐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시
작했어요.
  그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
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사람들
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알려준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
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람
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난을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
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얼굴을 가리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람
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메시아가 왜 이런 모습을 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싫어하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멸
시하고 버린 것도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그를 아프게 한 것
도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메시아’가 저런 모습이어야 하나?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
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은 못된 양들처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메시아’께서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이사야’의 에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
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
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
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    도 다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문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