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6월 셋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을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오늘 나는, 오직 예수 뿐이네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용서의 은혜 (마태복음 18:21-35절)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용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용서는 같은 부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범죄한 자
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7번이면 되겠는가 여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번
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임금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약 6조나 되는 
돈입니다. 빚진 자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
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원입니다. 빚진자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
였으나, 탕감 받은 자는 바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은 탕감해주었던 그를 
불러 책망합니다.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옥졸에 넘겨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용서는 이 세상에는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묶인 고리를 푸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가 사람을 가둔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18:34-35)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
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10:30)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주는가 질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께서 갚아 주십니다. 내가 원수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
오. 결국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이 문제를 넘길 수 있습니다.

 2. 적용
 1)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나는 이 문제에 얽매이게 되었습니까?

 2) 용서하지 못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겪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통해 자유하게 된 경험을 나눠주세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교회 리모델링 과정에 함께 하시어,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2. 7-8월에 진행될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 과정에도 큰 은혜를 주소서.
3. 기말고사, 수능, 입시, 취업 등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 그리고 형통함을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