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탁에서 베푸신 은혜 고린도전서 ( 11:23-29)

사람들 사이에서 먹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에서도 밥을 함께 먹  . 

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도 먹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 . 

다 행 에서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 2:42

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 구제 활동을 포함 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 ( ) , , 

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 오늘 본문은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1. .

인간의 탐욕 질투 시기 등을 볼 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 , . 

원죄라고 말합니다 롬 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성경. 6:23 . . 

에서 사망 에는 헬라어로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포스네스코 입니다 이것은 일반‘ ’ 2 . ‘ ’ .  

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호흡이 멎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타나토스 입니다 이. ‘ ’ .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입니다 롬 이러한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5:21) .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 .( 9:22)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한 대속물

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십(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men) . 

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전.( 11:24-25)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의 죽으심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 

전하여야 합니다 고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받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 11:26) ,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후.( 6:1)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2. .

성찬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  . ,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기 , 

때문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는 나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 , . 

며 나아갈 때에 비로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성찬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3. .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흔하게 있는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  , 

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사. , .(

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53:5) , 

를 가장 귀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 

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 성찬 에 감사의 마  . ( )

음으로 준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식탁에서 베푸신 은혜 고린도전서 ( 11:23-29)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과 잘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2. (Worship) ‘ ’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 .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 .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

말씀 나누기 고전 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11:23-29 .

식구의 뜻이 무엇인가요 당신에게는 가족 이외에 식구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1) ? ?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행 2) .( 2:42)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시간입니까 3) ?

자기를 살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4) ?

요즘 당신의 영적 분별력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5) ?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6)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 

년 대 목표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도록    - 2018 5

우성훈 목사님과 방한영 부장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서    - 

간사 리더 바나바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 , , 

월 일부터 있을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 10 11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장기결석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 

새가족들이 청년부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