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2022년 1월 첫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새해 선물로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Worship - 찬양

☞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긴 사람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 첫 번째로 (

모세

)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기적적으로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올해 우리 기쁨의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속으로 뛰어 들어가듯 우리도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 두 번째 사람은 (

다윗

)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0km정도 떨어진 두메산골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오늘날의 흑수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묵상조차도
하나님께 열납되길 바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 세 번째 사람은 (

바울

)입니다.

바울은 세상 성공주의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2. 적용
1)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기뻐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2)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작정해야 될 몇 가지를 적어봅시다.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퍼스트블레싱’ _3일(월~5일(수)5:30p.m, 말씀전하는 강사에게 능력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허락 하소서.
2. ‘교회 리모델링’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지혜를 허락 하소서.
3.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새해 표어처럼,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