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7월 4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요즘 본인의 영적 상태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Worship - 찬양

☞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과거의 은혜, 장래의 은혜(막 8:1-10, 14-21)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46:9)

  여기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온 인류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
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출 애굽하게 하신 분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시고 만나와 메
추라기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합니다. 예수님은 빵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
는 제자들에게 과거에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은혜와 방금 조금 전에 칠병이어로 4천명을 
먹이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은혜를 믿기위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
8:17-18)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오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
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의 살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옵
소서 라고 기도하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90:14)

  세 번째로 장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이후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칠병이어로 사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크지고 풍성
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에 하나님은 분명
히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
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8:32)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과거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2)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3) 내가 기대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교회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2.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거하며 속히 종식되도록 
3. 여름성경학교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