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2022년 1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우선순위는? 건강한 영적삶을 위한 우선순위는? (3가지)
¨운동 ¨사랑 ¨믿음 ¨꿈 ¨친구 ¨명예 ¨학위 ¨직장 ¨유머
¨지혜 ¨친절 ¨절제 ¨쉼 ¨관계 ¨선배 ¨헌신 ¨신앙 ¨열정

¨건강
¨음식

Worship - 찬양

☞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5장9~11절)
세상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5:9~10)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자의 모델은 ( 디윗 )입니다.
다윗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
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세상 권세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았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껍데기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4:23)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하는) 자로 사십시오.
순종의 모델은 ( 아브라함 )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흘길을 갔던 아브라함은 갈등은 하였지만 순종의 길로 가고 있었고 결론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22:12)
순종에는 언제나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쉽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복음전도의 모델은 ( 바울 )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15:7)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게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십시오.

2. 적용
1) 가장 기쁜 마음(즐겁게)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은 언제인지요?
2) 2022년, 올해 나의 VIP(3~7명)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계획이신지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리더세미나’(6주간), ‘임직자교육’(8주간) _ 배우고 익히며 섬김의 본이 되게끔 은혜 허락하소서.
2. ‘교회 리모델링’에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3.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새해 표어처럼,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