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1월 31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이럴 때 남편(아내)이 사랑스럽다?  

Worship - 찬양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찬 86장), 주 나의 모습보네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절망을 은혜로 이긴다(룻 2:8-20)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
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
니까?

  첫 번째로 룻은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대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2:2)

  나오미나 룻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
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84:11)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고 그 때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
라" (룻2:3)

  보아스는 룻을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물은 종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까지 가서 물을 퍼 오는
데 그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
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2:13)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
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룻은 좋은 미래의 은혜를 받습니다.

  룻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팔레스틴 땅의 뜨거운 뙤약볕에 이삭줍기로 하루 하루 살아야 하는 
비전한 삶에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거지의 미래가 부유한 가문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3:11)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있을 때 말론과 
결혼을 하여 살았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재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룻의 축복은 아기를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룻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으로 마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4:21-22)

  하나님은 룻의 미래에 룻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
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 내가 겪은 좋은 만남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은혜를 그려보십시오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2. 셀의 비대면 모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