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세대가 인도하는
행복한 가족예배 3월 셋째 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9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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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예배 5분전

사 도 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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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순서지, A4용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족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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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1.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심하고 좌절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나요?

2.최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나를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보고 믿음으로 격려해봅시다.
  (ex: 낙심하지 말고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실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9:1-3]

A4 용지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낙심과 불평 대신 순종하자” 라고 크게 적어서 잘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번 한 주간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종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