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5월 2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지금 내 마음을 꽃으로 표현해보세요   

Worship - 찬양

☞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축복의 대가가 되라(약 3:8-10; 벧전 3:9)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축복의 사
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3:9)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 사람이 형통
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도 축복을 잘 하는 축복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은 큰 힘이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축복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하였으며" (히11:21)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질이 급한 다혈질인 베드로가 미래
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미리 보시고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쁜 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축복하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약3:8-10)

  우리 입술을 저주에 사용하지 말고 찬양과 축복에 사용하십시오.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
닙니다. 축복을 해야 축복의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
고 축복을 하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하게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빛
이 어두움을 물리치듯 축복이 저주를 물리칩니다. 악한 생각이 올 때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지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3:9)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4:29)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 입술에 모든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
는 것을 버리고 또 나를 자학하는 것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2) 내안에 있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으로 바꿔 선포해 보십시오
3) 매일 만나는 가족을 축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교회를 통해 예수를 더 잘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2. 말씀의 부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소서 
3. 영적,육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