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마태복음 Mattew 5:14 ~ 16

산상수훈(The Sermon on the Mount)으로 8복(The Beatitudes)를 말씀

하신 예수님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부르심 (Calling):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14절)
-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관계: 예수님과의 사귐 (요일 1:7)
- 예수님의 선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 (정체성)

2. 사명 (Mission):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16절)
- 우리(빛)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 빛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 빛이 납니다.  
-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3. 하나님 나라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6절)
-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엡 5:10, 17)
-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엡 5: 11)
-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 주일 말씀 요약 (Narration)                            □ 확인 
   가족이 함께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나눠보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쁘게 칭찬해 주세요!

♥ 말씀 암송  마태복음 Mattew 5:16                      □ 확인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 확인
1. 기도: 가족 중에서
2. 찬양: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또는 원하는 찬송으로 가능)
3. 말씀: 마태복음 Mattew 5:14 ~ 16
4. 나눔 질문 

① “나는 OOO 이다”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5개 정도 적어 보고 나누어봅시다.
② “해, 촛불, 가로등”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③ 주위에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5. 말씀 기도: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