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가정예배(교회학교용)
- 사순절 네 번째 주일 -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활용하세요!
인도자께서는 소개된 예배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태복음 26장 26-28절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에게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어요.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밀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오순절), 광야생활을 기억하며
지내는 초막절 등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절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어
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
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
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어요.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하
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
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온몸이 찢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거룩한 식사’라는 의
미로 ‘성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출
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지만, 유월절 어린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롭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
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
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 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