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3월 14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해외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Worship - 찬양

☞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찬 182장)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 (왕하 2:1-14)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립니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난 일
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 직전에 길갈에서 벧엘로 여리고로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그제서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왕하2:9)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한 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성령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큰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성령님을 부어 달라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29:13)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8:17)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는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를 
따르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절의 성령을 받은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린지 2천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는 기
적도, 치유도, 능력도 경험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약이나 신약시대보도 더 악한 시대가 되었
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
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뀌는 결정적인 날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성령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 줍니다. 성령은 모든 
악한 것을 떠나게 합니다.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모든 중독의 사슬을 끊어줍
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 냅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합니다. 성령은 눈먼 자
를 눈뜨게 합니다. 성령은 우울한 자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성령은 비전없는 자에게 환상



과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성령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는 그는 아무런 능력
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를 따르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절의 성령을 받은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된 것은 그에게 갑절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
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
하십니다. 갑절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
는 은혜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11:13)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나에게 임할 성령충만을 가로막는 연약함,어두움,걱정,절망은 무엇입니까?  
2) 이번 주 갑절의 성령을 간절히 구할 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2. 우리 셀에 셀럽스토리(cell love story)가 넘치도록
3.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