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Welcome

(2020년 12월 첫째주)

- 아이스 브레이크

☞ 어릴 때 받았던 성탄절 선물 중 기억나는 것을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시편 90편 1-17절)
모세가 쓴 시편 90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3~10절은
인간의 허무성을 말하며, 11~17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짧고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한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에서 허무함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90:11-12)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준비하기 때문이며, 세월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올 12월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달처럼 여기고 사십시오.

두 번째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90:1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90:14-15)
모세는 인생의 참 만족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달라고, 일생동안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90:16)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90:17)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은총이 거두어 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은혜를 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아도,
자녀들이 엉망으로 산다면 결국 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적용
1) 언제 나의 인생이 허무하다 여겨집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까?
2) 모세가 후손을 위해 드린 기도와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W
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2. 12월 달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사역에 기름부어 주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