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8월 첫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휴가철로 좋은 장소는 산인가요, 바다인가요?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Worship - 찬양

☞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요나 3:1-10)

요나서 3장의 첫 번째 단락은 요나의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욘3:1)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요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먼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갔습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딱 5마디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말한 것은 아직도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의 두 번째 단락은 회개하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욘3:5-6)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받아 들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의 왕은 금식하고 부르짖고 모든 죄에서 돌아설 
것을 말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지 모른다고 하며 금식을 
명령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위선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은 전체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한 후 완전히 떠나십시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낭비하게 합니다.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사십시오.

100% 순종에는 100%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나의 5마디 말에 온 도시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남아 있는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 나라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를 보낸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2. 적용
 1)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교회 리모델링과 2021년 하반기 사역(성경학교 & 수련회, 양육 등)에 큰 은혜를 주소서.
2. 미래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불과 성령을 받게 하소서.
3.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나라가 안정과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