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주일 가정예배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인도: 가족대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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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후찬양예배를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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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통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마태복음 26:26-28

준비된 기도제목에 따라

90장(통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본문

마태복음 2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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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나눔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자
신이 이틀 후 유월절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
작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란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월절을 피해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
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당
할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pass over)은 ‘넘어가다’, ‘~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이
집트 땅에 열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이집트의 초태생은 모두 죽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
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
성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유월절을 보내시며 그들과 마지막 식사
를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팔아넘길 자도 있었고, 모른다고 부인할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
께서는 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셨고,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
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②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③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호하여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④ 무너져 가는 한국 경제와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