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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1년 12월 구역공과 

* 제목: 나를 기념하라 
* 본문: 누가복음 22:19-20 

서론: 8월 15일은 한국의 국가공휴일인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집
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본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
게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가져다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19) 기
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여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20)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만 하면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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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속죄 받던 것은 다 끝나고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
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결정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토의질문: 
1.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

에 남는 성찬식은 언제였습니까? 
2.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결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
다. 구원받은 우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
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