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귀한�은혜받고�일생�빚진�자�되네�주의�은혜�사슬되사�나를�주께�매소서

우리�맘은�연약하여�범죄�하기�쉬우니�하나님이�받으시고�천국�인을�치소서

시편 112:1-6
.

1. � 할렐루야,�여호와를�경외하며�그의�계명을�크게�즐거워하는�자는�복이�있도다� �

2.�� 그의�후손이�땅에서�강성함이여�정직한�자들의�후손에게�복이�있으리로다� �

3. � 부와�재물이�그의�집에�있음이여�그의�공의가�영구히�서�있으리로다

4. � 정직한�자들에게는�흑암�중에�빛이�일어나나니�그는�자비롭고�긍휼이�많으며

�의로운�이로다�
5. � 은혜를�베풀며�꾸어�주는�자는�잘�되나니�그� 일을�정의로�행하리로다

6. � 그는�영원히�흔들리지�아니함이여�의인은�영원히�기억되리로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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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

예배순서

묵    도 다 같 이

신앙고백 다 같 이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

기   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시편 112:1-6 다 같 이

말    씀 복된 우리 가정 인 도 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

� 아버지의�이름을�거룩하게�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하시며,�

아버지의�뜻이�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

이루어지게�하소서.�

오늘�우리에게�일용할�양식을�주시고,�

우리가�우리에게�잘못한�사람을�

용서하여�준� 것� 같이,�

우리�죄를�용서하여�주시고,�

우리를�시험에�빠지지�않게�하시고,

� 악에서�구하소서.�

나라와�권능과�영광이�영원히�아버지의�것입니다.�

아멘

복된 우리 가정 

 기쁘고 복된 설 명절입니다. 오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님을 잘 믿는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

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찾고 모든 일의 판단 

기준과 결정 기준이 말씀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께서 그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사탄이 공격하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셋째는 정직한 가정입니다. 2절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

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가정이 되어

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해서 재물을 모으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고 복

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며 언젠가 허망하게 무

너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서 우

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은혜를 베푸는 가정입니다. 5절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은

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

하는 복된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