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4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소풍갈 때, 이것만큼은 꼭 먹어줘야 한다는 음식은 뭘까요?

Worship - 찬양

☞ 시작됐네,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북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생수의 은혜 (에스겔 47:1-12)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되었을 때 마른 뼈가 살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20년이 
더 흘러 그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겔47:1-2)

긴 포로 생활로 인한 메마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메마름에서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39)

에스겔이 본 환상은 600년 후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 즉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겔47:3-5)

성령의 은혜는 처음엔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점점 깊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깊은 강으로 초대하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1) 생수의 강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겔47:6-8)
성전에서 사해 바다까지는 척박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큰 강을 
이루며 심히 많은 나무들을 살려냅니다. 



2) 생수의 강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47:12)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매달 맺습니다. 그 열매는 익숙하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열매입니다.

 2. 적용
 1) 성령을 통해 살아나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 더 큰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6가지 교회 비전을 이루게 하사 시대의 등불, 열방의 소망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오확신, 새로운만남, 행복한동행, 셀인턴, 전도폭발 등의 양육 과정에 기름 부으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