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7월 18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사랑하는 자녀의 장점을 세가지를 나눕니다   

Worship - 찬양

☞ 주 품에 품으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주신 말씀에 대한 도전이나 은혜를 나눕니다)  

  ☞ 주제: 폭풍의 은혜 (욘 1:1-16)

  첫 번째로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
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욘1:1-3)

  두 번째로 폭풍을 만난 요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
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욘1:4-5)

  세 번째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욘1:14-15)

  저는 오늘 이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죄는 인생에 폭풍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폭풍은 다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으면 인
생에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녹슬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큰 비전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은 시간낭
비였고 돈낭비였고 그의 인생 낭비였습니다. 

  두 번째로 폭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
을 폭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폭풍은 하나
님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폭풍의 은혜로 내가 죽으면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
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마5:4 메시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기만 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탕자처럼 사는 삶을 청산하십
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폭풍으로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매일 아버지 품에 안겨 말씀대로 사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출19:5, 메시지 성경)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지금 내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은 무엇입니까?  
 2)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조용히 회개합니다.
 3) 이번주 하나님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2.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충만을 주옵소서    
3. 여름성경학교가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