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2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봄”하면 연상되는 단어, 3개를 소개하고, 이유를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새로운 시작의 은혜 (열왕기상 3:4-15)
3월에는 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농부들은 새롭게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3번째 왕 솔로몬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 무엇을 줄꼬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간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상3:6)

  2)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상3:7)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도 않는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왕상3:14)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후,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더 
이상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왕상3:15)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급속히 타락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와 순종이 없는 지혜는 
헛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은 문제를 걱정하기 보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 적용
 1)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혜입니까?

 2)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다가오는 봄에는 더욱 힘 있게 도약하는 우리교회 되게 하소서.
2. 온라인예배 및 현장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