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에서 빛나는 신앙 골로새서 ( 3:22-25)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 
앙생활은 교회에서 바르게 할 뿐 아니라 직장 학교 가정 등 삶의 일터에서도 잘하, , 
는 신앙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녹녹치가 않다 믿음을 대적. . 
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신앙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갈등할 
때가 있기도 한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
첫째 교회생활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엡 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3:6 .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가 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년간 광야에서  ” 40
예배 훈련을 시키셨다 반복적인 예배 훈련을 통해 가나안의 안식에 이르게 하셨다. .
남자들의 바쁜 직장생활에도 예배 중심의 생활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교회생활은 직장인에게 . 1. 힘 이 된다 직장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 업(Power) . , 
무 동료와 관계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크지만 교회생활은 직장생활, 
을 적응하고 잘 해낼 힘을 공급해 준다 교회생활은 직장인에게 . 2. 쉼 을 준다(Rest)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나 영
적인 쉼을 준다 영적인 쉼은 마음과 삶의 무거운 짐에서 안식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교회생활은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직장 생활에 안정3. . 

감을 주고 일에 대한 바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며 일 너머에 중요한 것들이 있
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부르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책을 맡기신. 
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자신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과 일터에서 어떠한 일이 주어졌. , 
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이유를 부. 
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 엡. 4:1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러 직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거” , 
룩하기를 기대하신다. 벧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1:15 “
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구별됨을 드러내는 삶이다 성도는 맡겨진 직책으로 “ . 
직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야 함을 말한다 기도는 주님, . 
께 속했다는 증거다 직장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평을 좇. , 
는 것 또한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다 엡. ( 4:2-3)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
는 것 충성스러움과 정직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 또한 주님께 속함을 나, , 
타나내는 것이다 골 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  3:22 “... 
마음으로 하라” 직장에서 일을 통해 자기를 구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간다. 다니엘은 적대적인 이방인들에 둘러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명의 왕을 모시4
면서 왕에게 충성했고 인정받는 빛나는 믿음으로 직장의 승리의 본을 보여주었다, . 



생활 속에서 빛나는 신앙 골로새서 ( 3:22-25)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찬송가 장 새찬송가 장 어둔 밤 쉬 되리니2. (Worship) 370 ( 330 ) ‘ ’
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대에 즉시 일어나(1 )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2 )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 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3 )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말씀 나누기 골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3:22-25 .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광야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년간 받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2) 40 ?

신앙 생활이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3) / ?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4) ?
현재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한 가지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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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월 일 금 에 있을 특별새벽기도회에 기도의 불이 지펴지게 하소서    - 1 20 ( )-24 ( )

    - 월 일 월 부터 있는 릴레이금식기도에 전교인이 동참하여 은혜 누리게 하소서1 20 ( )
월 일 주일 제직 및 리더수련회가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게 되게 하소서    - 1 26 ( ) 
월 일부터 매주 목요일 주간 진행될 성경과 함께하는 뮤지컬교실 을 통해    - 1 16 16 ‘ ’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 월 일부터 주간 있을 어성경 구약반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소서1 2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