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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나눔

구역모임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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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환영하기(서로 뜨겁게 환영하기, 새가족 환영하며 축복하기) / 구역장
l 구역 모임을 여는 기도 / 구역장
l 축하하기(생일, 졸업, 출산, 퇴원, 수료 등) / 축하지기
l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구역장

l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시다(찬송가

장) / 찬양지기

모두를 위한 기다림의 성찬

(고린도전서 11:27-34)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주의 만찬에 일찍 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오면 음식
이 없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
았습니다. 자신들이 시간을 조정할 수 없거나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늦게 오는 자,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본질은 십
자가와 희생임을 잊은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당시 중세에

은혜
나눔

는 성찬식에 성도들에게 빵만 주었습니다. 컵은 사제가 혼자 마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얀 후스는 주님의 성찬을 누구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들이 갖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과연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는 것, 특별한 자들만
의 전유물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개혁이었습니다. 성찬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운데 차별과 멸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자랑과 과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 먼저 오냐면 가진 자
와 풍족한 자가 먼저 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식사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은 그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성찬은 은총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자
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지는 복음이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 서로에 대한
기다림, 존중, 희생, 동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 은혜의 나눔
1.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2.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생각해 봅시다.
l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구역장

축복
나눔

l
l
l
l
l
l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한사람씩). / 기도지기
품고 있는 잃은양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공동기도제목(교회, 구역, 선교, 2018년 목회계획)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구역장이 모든 구역식구를 위해 축복기도 합시다. / 구역장
주기도문 /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