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1월 10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가 가장 자신있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주안에 있는 나에게(찬 370장), 주께 가까이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하나님의 호의가 따르는 사람(시 23:6)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느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것은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삼상16:13)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하나님
의 호의가 따라다녔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
었느니라 하니라" (삼상16:2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삼상18:1)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
나님의 은총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이
유도 없이 그냥 호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39:2)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39:3)

  할수만 있으면 주변에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눅6:38)



  세 번째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나가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호의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
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
랑을 받더라" (에2:15)

  스스로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이 내리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닙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23:6)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이번주 하나님께 더 집중할 나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과분한 만남은 누구입니까?
 3)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전해주고 사람은 누구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은혜로 이기는 복음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2.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주님으로 회복되도록
3. 내가 품은 VIP들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