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7월 25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주께 가오니, 내 모든 시험(찬 33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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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나의 끝, 은혜의 시작 (욘 1:17-2:10)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음이 눈 앞에 오자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이미 요나가 바닷물을 잠겨 죽기 전에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욘1:17)
  지금 끝자락에 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욘2:1)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
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
고 있습니다. 요나는 인생 제일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욘2:2-3)
 나는 기도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기
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
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기도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욘2:8-9)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여



겨지면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장소는 높은 곳이 아니라 밑
바닥입니다.
  여러분 나의 끝에 도달했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교만 내 욕심이 죽
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
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 6:1-2)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의 끝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8)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3) 하루에 3번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코로나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충만을 주옵소서    
3. 주의 비전에 맞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