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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ing / 10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헌신해 준 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사건 중심으로)

전심으로 찬양 / 15분
복음
성가

그 때 그 무리들이

새 144장 (통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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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의 은혜를 서로 나
눕시다. (바울형이 아니라 디모데형이라면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로 받아 드리게 되었는지 나눠봅시다.)

2.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현재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내
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3.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성찬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경험으
로 인해 잊혀지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송가 새 150장 (통 135)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새 151장 (통 138)

회복을 꿈꾸는 나눔 / 40분

적용

돌봄의 기도 / 15분
건강한 셀 교회가 되도록 셀원들의 기도제목으로 중보합니다.
(기도 제목은 모임 전에 미리 나눠 주십시오)

상실의 시대 (7)

설
교
내
용

성찬

고린도전서 11:23~29

1. 성찬에 참여하며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죄인 되었던 나, 교만하고 소망 없었
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2. 성찬에 참여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복음 전파)
성찬에 참여하며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초대 교회의 성찬에서 보여진 부끄러운 모습들
(배고픔과 즐거움을 쫓아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던 모습)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사
랑을 생각하며 제한 없고,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 성찬에 참여하며 미래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십자가의 완성이자, 성찬의 완성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승천하신 것 같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듯 우리는 천국에서 어린양을 찬양할 겁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가 한국어권(KM)과 영어권(EM), 영.유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문화, 나이와 세대를 뛰어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2. 멕시코 단기 선교(11/30~12/1)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사랑을 말과 혀가 아닌 몸으로 전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참여 / 10분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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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나의 VIP

■ 멕시코 단기 선교 (11/30-12/2)
(EM) 가족,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인섭 장로 (213-820-738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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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스 드림 (Dream’s Dream) 학교 짓기 프로젝트
개발 도상국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드림스 드림’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10/14일 까지) 구한 말,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기독교 신앙으로 빛을

셀교회 나눔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참여 방법: 지정헌금 ‘드림스드림’ or ‘학교짓기’)
■ 추수 감사 주일 세례자 신청
받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 신청: 교회 사무실 (310-618-2222)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마무리 / 5분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2018.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