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10월 셋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라면을 좀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나만의 비법

Worship - 찬양

☞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종된 삶과 자유의 삶 (갈 4:8~5:1)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우상의 종으로 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율법의 종으로 산다고 책망합니다.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이 결국 종처럼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믿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된 삶과 자유의 삶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비유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몸종인 젊은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 즉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살 때,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로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갈은 지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의 어머니고
사라는 천국 예루살렘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은 행위로 구원 받겠다는 자들이 많아 보이지만, 곧 믿음으로 구원 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 뗄 무렵부터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
들의 말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
온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버렸고, 이후 그들은 종노릇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재물, 자녀, 건강, 외모, 인기, 중독 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자는 모두 종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능력으로 인생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
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4:18)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절대믿음이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100% 믿
는 절대믿음이 부족합니다. 너무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걱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다 포기하는 자는 종처럼 무거운 인생
을 살 것입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2. 적용
 1) 나를 얽매게 하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성공, 재물, 자녀 등등)

 2)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교회 리모델링과 30일에 진행될 교사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소서.
2. 셀, 부서마다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셀장, 교사)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에 들어갈 때, 영성이 가정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