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2022년 7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2022년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유쾌했던 휴가를 소개해주세요

Worship - 찬양
☞ 나의 갈길 다가도록(384장), 그 사랑 얼마나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고난 속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야고보서 1장 9~12절)

야고보는 고난 속에 살고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주눅든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라기보다 높아진 자신의 신분을 기뻐하고 감
사하고 자존감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높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 세 가지! 〕
▶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안에서 ( 하나님의 자녀 ) 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도다 (고후5:17)
√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
니라 (갈4:6)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항상 ( 이기는 자 )로 살게 됩니다.
√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면 항상 이기는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4:7)
√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
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4:8~9)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12:2)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
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1:12)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이 없다.” -조지 휫필드
2. 적 용
1) 2022년 한 해, 나와 우리가정의 기도제목과 이루고 싶어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요?.
2) 반복된 고난을 다시 만난 다면, 그때는 어떤자세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1. 리모델링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주민과 좋은 동역관계를 맺게 하소서.

2. 이번주에 있을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여름 사역에 전무한 성령충만의 은혜를 허락 하소서.
3. 교회 주차장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등록한 새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