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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후회되는 사건이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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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369장), 내 평생 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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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고난을 이기라 (야고보서 1장 2~11절)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때, 심한 핍박으로 교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흩어졌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보내는 ‘성숙’에로의 초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 1:2)

시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ü 첫 번째로. ( 인 내 )로 이기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1:2~4)

* 예레미야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 욥 ⇨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10)
* 사도바울 ⇨ 생각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

ü 두 번째로 ( 기 도 )로 이기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약 1:6~8)

‘기도’는 지혜의 기초이며 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2. 적 용
 1) 최근에 ‘고난’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그때 나의 반응은 어땠나요?.
 2)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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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리모델링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주민과 좋은 동역관계를 맺게 하소서.
2. 여름 사역(성경학교, 수련회, 아웃리치)를 통해, 모든 부서와 셀이 성령충만함 누리게 하소서.
3. 교회 주차장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등록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