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말씀 나눔 요한복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7:37-39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자칫 복통을 겪게될 수도 있습  , 

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 . “
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기 때문입니다 요.( 4:13-14)

초막절을 앞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장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요  7 . (
바리새인들 요 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7:2), ( 7:45-47) .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초막절기에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부으며 .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지만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 
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믿음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 “
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 7:38)

믿음 을 가진 사람들이 생수의 강과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FAITH) .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 

않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FAITH .

Follow Jesus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 “ ,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16:24)” .
Ask to God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 ,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 
의 삶에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I’m possible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  , 

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Thanks giving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딤전 우리에게   ( 4:4). 

불필요해보이고 시간낭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분명 그 것을 통해 하나, 
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Holy life
죄인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  . 

십니다 레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분을 짓습니다 구.( 19:2) . . 
분짓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은 공동체 안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 
삶이요 눈에 띄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구별된 , . ,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요한복음 ( 7:37-39)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월에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9 .

경배와 찬양 나의 영혼이2. (Worship) ‘ ’
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1 ) ,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난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니하리, 

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2 ) , .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니하리, 

말씀 나누기 요 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7:37-39 .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요 1) ?( 7:2)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 2) ?( 7:38)

요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3) ? .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4) , .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5)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 

년 대 목표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도록    - 2018 5

우성훈 목사님과 방한영 부장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서    - 

간사 리더 바나바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 , , 

이번에 학년을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13

장기결석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 

새가족들이 청년부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