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10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아바 아버지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를 누리라 (갈 3:15~4:7)
오늘 본문은 죄에 갇혀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
는 세 가지 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15~18절).

아브라함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자신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
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법정적 단어로서 유언을 뜻합니다. 나의 행위와 관계 없이, 전적
인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는 유산을 준다는 유언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19~25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3)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
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3:23-24)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26절~4장 7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메시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
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아들로 모시면 세 가지 특권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
라의 왕자이며 공주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사는 것
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업을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2. 적용
 1) 나는 언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2)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떡해야 할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교회 리모델링과 2021년 하반기 사역(양육, 교사세미나 등)에 큰 은혜를 주소서.
2. 셀, 부서마다 성령충만하여,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소서.
3.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에 들어갈 때, 영성이 가정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