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5월 30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남편(아내)를 웃게하는 나만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시련을 통해,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 310)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출애굽의 은혜(출 13:11-22)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자에게는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
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
어 나올 때에" (출13:17-18)

  하나님은 우리의 초행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먼저 아시고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
는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기만 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8:2)

  두 번째로 출애굽한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만족한 것이 아닙
니다. 그는 몸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습
니다. 그 예언 성취의 보증서로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13:19)

  세 번째 출애굽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출13:2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는 진짜 광야는 홍해를 건넌 후 시작됩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이르러 강력한 군사로 무장이 됩니다. 성도들은 죄된 세상에서 빠져 나오
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의 장소, 광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우
리의 삶이 광야 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
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
니라" (출13:21-22)

  사람은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면 내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십니다.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시니라" (마28:20)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
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베풀 은혜가 언제나 가득합니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반드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2) 인생의 광야길에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2.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3. 나의 VIP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