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년 월 넷째주(2021 12 )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것은?☞ 

Worship - 찬양

찬송가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은혜115 “ ”, ☞ 

Word sharing –

주일 설교 나누기  1. 

  ☞ 주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1)

우리의 마음은 강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당시 감옥에 있었음에도 . ,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라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 
딤전( 1:14)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딤후“ ” ( 2:1)

여기에 강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뒤나모오 인데 뒤나모 는 다이나마이트를 말합니다‘ ’ ‘ ’ .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 
자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직업으로 신분으로 외모로 자존감을 가지려 합니다. , , , . 
이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며 헛된 것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에서 나옵니. 다.

두 번째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린 디모데가 큰 대도시 에베소에서 목회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 
믿는 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교인들은 점점 떠나는 상황에서 그는 두려웠. , 
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도구로 씁니다 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 .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 ( 3:5-6)

다윗도 죽음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이겼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 
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매순간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씀할 때 동사의 시제는 현재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강하, . 게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사람에게는 더 적게 기대해. 야 
합니다.

 적용2. 

내가 지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1) ? ?
매순간 강한 자로 살기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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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