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년 월 첫째주(2022 8 )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휴가 다녀온 소감 혹은 앞으로 갈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찬송가 장 주 우리 하나님 친송가 장 예수 따라가며14 “ ”, 449 “ ”☞ 

Word sharing –

주일 설교 나누기  1. 

  ☞ 주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야고보 1:19~27)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절. (19-21 )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19)
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20) (21) 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19-2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 , .
아울러 죠지뮬러처럼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장들처럼 자주 읽고 묵상하고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 .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22) (23)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24) 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25)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 ( 1:22-25)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라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26-27)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26)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27)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 1:26-27)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행동한 것이 경건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경건은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1) .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2) .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3) .

 적용2. 

성경을 읽다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1) .
나의 성숙함이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 삶 돕는 것 중 2) , ( , , )?

Work - 나누기VIP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요르단 아웃리치와 청년 부 수련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1. 2 .
교회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게 하소서2. , .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성령충만케 하소서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