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예배� 순서�

인  도 : 가족의 연장자

예배선언 --------------------------------------- 인도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새해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

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ᄑᄑ송 ------------- 430장(통합456장) -----------  다같이

기ᄑᄑ도 -----------------------------------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시118:6-9 --------------  인도자

6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ᄑᄑ씀 ------------- 내 편이신 하나님 ------------- 인도자

중보기도 -----------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 설날예배� 설교문�
  옛날 어릴 때 집 주변에서 짝을 지어 구슬치기나 술래잡기 등을 하면 가위 

바위 보로 편을 나눕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면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 편

을 감싸줍니다.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 바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네 편이야!” 말씀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

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

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

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영광 이라고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다윗아! 너는 정말 내 편이

구나’ 이렇게 감동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

는 증거를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의 도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이집트 군대에 쫓겨 두려움

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

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돌리며 살아가시

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 

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

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