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년 월 셋째주(2021 12 )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교회 올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 

Worship - 찬양

찬송가 장 전능왕 오셔서 그가 오신 이유10 “ ”, ☞ 

Word sharing –

주일 설교 나누기  1. 

  ☞ 주제: 예수님의 오신 이유 (누가복음 1:26-38, 마태복음 1:18-25)

예수님은 어쩌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을 따라 오셨습니다, .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년의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400 .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눅( 1:28)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 1:31-33)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눅( 1:38)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 ( 1:20)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요, ?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 1:21-22)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 .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 , 
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 ‘ ’ . 
문제인 죄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이 말은 이미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700 . 
계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아담 아브라함. . , , 
다윗의 시대를 거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 
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

 적용2. 

올해 죄씻음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1) , .
올해 내가 통과해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 ? 

Work - 나누기VIP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연말부흥집회 일 가 말씀을 전하는 강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소서1. (27~29 ) .
교회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2. .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