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Welcome

(2021년 2월 셋째주)

- 아이스 브레이크

☞ 봄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 여행지 등을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하나님의 은혜, 주께 가오니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고난 중에 은혜를 기다리라. (시편 40:1-17)
C.S.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 소리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22:6-7)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자녀들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리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
리로다" (시40:1-3)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40:7-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40:11)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와
실수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2. 적용
1) 지금 나에게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공과 거룩 중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W
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 여전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온라인예배 및 현장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