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에 승리하는 법칙 골로새서  ( 3:12-14)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 가지가 있다 만남과 2 . 관계이다. 
신앙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관계에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첫째 하나님 자녀의 자화상을 가지라,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자화상이라고 
한다 자화상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긍정적인 자화상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
지만 부정적인 자화상은 건강한 관계에 실패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인 자화상. 
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아래로는 . ,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 심지어 쉽게 하나. 
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지 못하. 
고 존경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더욱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마음에 그릴 자화상이 무엇인지 본문에 가르쳐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골“ ..”( 3:12)
사람들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진다 그런데 .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라고 말씀하‘ ’
신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화상을 가질 때부터 관계에 승리자가 된다. .
둘째 모든 일에 사랑을 첨가하라, . 
본문 절 후반절에 사랑을 첨가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한다12 .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
사랑은 긍휼 즉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1) . , 

여기게 된다 성도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불쌍. , 
히 여기게 된다 자비 친절이 사랑이다 자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 (2) , . 
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사랑은 겸손이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겸손의 . (3) . .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산다 온유의 옷이다 하나님의 영광. (4) . 
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다 오래 참는다 더 큰 은. (5) . . 
혜를 생각하고 있기에 참아낼 수 있다.
셋째 서로 힘써야 세워진다, . 
아무리 신실하고 사랑으로 대해도 상대방이 불성실하면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 아. 
름다운 만남 관계가 이루어지기 우해서 책임의 반은 내 몫으로 내가 해야 한다, . (1)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섬기라 ( 서로 잘하는 일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2) “
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 10:24) (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무리 관계를 세우는 3) 
기술과 지혜가 탁월해도 사람은 스스로 좋은 관계로 완성하지 못한다 사람의 본성이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은 자신이 이웃에게 준 고통 아픔은 적게 생각하고 , 
자신이 받은 상처 고통만을 크게 생각한다 받은 아픔만 생각하고 섭섭해 하고 자기 , . 
연민에 빠져 살아간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 
은 말만 듣는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연약함은 한 쪽이 아무리 잘 해도 관계가 . 
세워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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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올 한 해 응답해주신 기도제목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 , .

경배와 찬양 찬송가 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2. (Worship) 369 ‘ ’
절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 )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2 ) 
널 핍박하는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절 나 항상 주님을 훼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3 )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바쳐 충성하리      

말씀 나누기 골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3:12-14 .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기 위한 방법을 나눠보십시오   .

내 안에 끊어야 할 부정적인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2) ?
하나님은 우리가 그려야 할 자화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   ?( 3:12)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첨가해야 할 사랑의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골 3) ?( 3:12-13)

셀원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잘 하는 일을 한 가지씩 칭찬해봅시다 4) , .
그리고 각 셀의 장점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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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님의 베트남 신학생 사역과 한국 말씀집회 사역에 기름부으심 있기를    - 
월 일 일에 예정된 교구 길찾사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 11 15 ,22
월 일에 예정된 길찾사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