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3월 7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봄기운을 맞아 가보고 싶은 산이 있습니까?  

Worship - 찬양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찬 456장)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큰 비가 내리는 은혜 (왕상 18:41-46)
  어떻게 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까?

  첫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예수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예수
를 믿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가난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41: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8:9)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53:5)

  여러분의 인생에는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의 비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축복의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
라" (겔34:26)

  두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해야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왕상18:4)

  말은 씨앗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을 의사소통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말을 씨
앗을 뿌리는데 사용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살리는 말을 하시고 생명을 말하시고 희망을 말하
십시오. 말은 좋은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
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11:23-24)

  세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합니다.

  은혜의 단비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왕상18:42)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과 무릎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상의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방관하지 않으
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가 내리려면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기대해야합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
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왕상18:44-45)

  엘리야는 손바닥 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대로 조금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한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세상에 빠져 비참하게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서 춤추는 인생을 사십시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나에게 쏟어져야 할 큰 비는 무엇입니까? 
2) 믿음으로 부흥의 말, 확신의 말, 회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3) 이번주 나의 기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2. 우리 셀에 셀럽스토리(cell love story)가 풍성해지도록
3.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