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
양하고”(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지
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는 즐거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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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정 예배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언행심사(言行心思)]이 언제나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겼다가 나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요롭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라 하셨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17절)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된 시로서,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에도 ‘범사에 감사하
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
사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복 주십니다.
찬

송

․․․․․․․․․ 590장 ․․․․․․․․․ 다함께

1.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2.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3.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 다 경배 드리세
주기도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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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에 자녀와 후손을 사랑하신 조상들의 은덕을 감사하며, 우리 가정
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
리겠습니다 -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원 ․․․․․․․․․․․․․․․․․․․․․․․인도자

묵상기도
기

추석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경배하
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사도신경 ․․․․․․․․․다함께
도 ․․․․․․․․․․․․․․․․․․․․가족 중에서

신앙고백
기

우리 가족이 주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을

성경봉독

․․․․․ 골로새서 3:12-17․․․․․ 자녀 중에서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
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
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
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설
교
그리스도인의 감사
설교자

․․․․․․

․․․․․․

올해도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믿음
과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12-15)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교우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
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감사해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인심도 변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추석을 맞이하기까지 건강과 믿음과

감사해야 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하며,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언제나 확실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유태인이 즐겨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