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 지식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빌
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 개인도 국가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
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길을 열
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
나면 내 안에 거룩한 에너지, 선한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가 무궁
무진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주님
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합니까? 영적인 힘,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
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좋은 조건이 하나
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살고, 나라와 민
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
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 까지 교회 중심에 서서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 만세반석은 예수님 외에는 없
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온갖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물질의 유혹, 쾌락과
음란의 유혹, 이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배로 행복한 가정
을 이루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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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성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
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예배 잘 드리
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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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310, 552장(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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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
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설계를 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장로회

호 산 나 교 회

되시고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
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셔서 가족간에 늘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한 해, 행복한

묵

도

신 6:4-9
(

인도자가 낭독)

다

같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01, 304, 550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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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경 봉 독

시 51:12

인

도

자

인도자: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도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다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인도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같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기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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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

예배로 행복한 가정

다

같

중
우리 2016년 새해의 성경 요절을 “예배로 행복한 교회”(시
51:12)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 가정과 삶이 더욱 형통하고 안정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작년에는 온 국민이 많은 혼란과 아픔과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

인 설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

하면서 참 평안과 안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경험했습니

니다.

다.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오늘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는 주님

를 바랍니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일어나야 할 줄
로 믿습니다.

이 주시는 아름다운 백합화가 만발하게 하옵소서.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로 행복한 가정
이 되에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개
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복음으로
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