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Welcome

(2021년 10월 다섯째주)

- 아이스 브레이크

☞ 10월 한 달을 뒤돌아보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 예수 우리 왕이여, 소원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구원 그 이후 (갈 5:1~1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4장의 결론이며, 동시에 5장의 시작입니다. 5장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
으로 믿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8:34)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또 죄를 확률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악한 것들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계속 믿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5:13)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 ‘야! 이것 좋구나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며 믿음으로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됩니다. 13절에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자유가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 이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5:16)
예수를 믿은 자 구원 이후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구원 이후 교회만 다니면 안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 적용
1) 내가 만든 가짜 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미혹은 무엇입니까?
2)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나눠주세요.

W
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교회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2.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3.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놓쳤던 일상들이 회복되고, 특히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