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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을 계획하기

 하나님 앞에서(코람데오) 살아가기 위한 다짐과 계획을 기록해봅시다.

★ 1.                                                                  

★ 2.                                                                  

★ 3.                                                                  

★ 4.                                                                  

 

4.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기억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

나님 앞에서 의로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2월 20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57장

  - 성경읽기 : 창 18:22-33 (구약 22면)

  - 말씀나눔 :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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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문 배경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여 타락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시
자 아브라함은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
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는
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그 성
을 멸하지 않겠다.” “주여, 30명을 찾으면….” “3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제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20명을 찾으면….” “그 20명을 생
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명을 찾으면….”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
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본 이유는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악이 가득한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
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는 땅의 멸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바로 알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노
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22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런 자세는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Coram Deo)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같았으나 정착지는 달랐습니다. 롯은 타락한 세
상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
제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교만
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2)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23-32절)
6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듣자 소돔성의 백성을 위해 기
도합니다. 단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의 갈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합니다. 의인 50명으로 시작된 기도는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의인 10
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
함은 소돔성에 의인이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역시 지역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
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축복
합니다.

2. 말씀 적용
 1)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까요?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