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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1-12)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우리의 강함과 약함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 
얻게 하는 믿음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다. 
첫째 믿음은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다 , .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 믿음은 예수님의 핏 값으로 산 성도 . , 
들과 형제들 사이에 수근대어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단정 짓는 일을 하지 않게 한다. 
비방하고 판단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도 비방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 , 
혜와 상을 잃는다 그 이유는 다툼의 배후에 죄악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은 . .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기 전에 자신의 뜻을 구한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 
려고 집착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결국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심지어 응. . 
답이 약속된 기도도 욕심으로 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약 절 하 절 너희. 4:2 3 “...– 
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3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둘째 믿음은 마귀하고 싸운다 , .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싸움은 마귀하고 하는 것이다 약 , . 
그4:7 “ 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라” 믿음은 악한 마귀를 따르는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 악한 문화와 대항하여 싸운, , 
다 또 마귀의 뜻을 따르는 세상 가치관과 방탕 술취함 음란함과 싸운다. , , . 
엡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2:2 “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도가 마음 한 편으로는 세상을 품고 연모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과 죄악이다. 
또한 교만과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 
머무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는 것이다, . 
교만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뜻이 강하여 그가 있는 곳에는 늘 다툼이 따른다. 
잠13: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등을 돌리신다 약 절 . 4:6 “그
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셋째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 .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 . 
는 것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절 . 8 “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
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 
다. 절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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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1-12)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찬송가 장 통 장2. (Worship) 407 ( 465 )
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1 )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절 맘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2 ) 
주께서 그 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3 ) 
주께서 그 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4 )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 )

말씀 나누기 약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4:1-12 .
본문을 통해 배우는 믿음 가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1) 3 .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엡 3) , ?( 2:2-3)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4) ?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5) , 
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나눠보세요.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6)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 
전도와 선교의 교회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지혜를 주소서    - 
사회가 코로나에서 안정화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