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4월 셋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좋아하는 야구팀은? 이유도 함께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갈길 다가도록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큰 고난, 큰 은혜 (사무엘상 30:1-20)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
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
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은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
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
리를 높여 울었더라”(삼상30:1-4)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려고 아벡에 갔다가 다시 시글락
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더니, 나방에 약탈자인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불태우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분풀이 하려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큰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어떡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30:6)

다웃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600명의 군사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곳곳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울부짖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4:1)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5:2)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
이시며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
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삼상30:8)



다윗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낙심한 자들이 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 주거지가 
불투명한 아말렉을 어떻게 쫓습니까? 실제로 1/3이 낙오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남은 400명을 데
리고 추격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 적용
 1) 나는 고난이 겪을 때, 상황을 보며 우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입니까?

 2) 위기로 앞 길을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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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