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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레위기(Leviticus) 

1:1-9 

 



(레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http://biblehttp://bible&MenuCd

http://kcm.co.kr/ency/names/0421.html
http://kcm.co.kr/ency/place/0697.html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http://kcm.co.kr/bible/exo/Tent/Tent11.html
http://kcm.co.kr/ency/names/0725.html
http://kcm.co.kr/bible/kor/Mar1.html
http://kcm.co.kr/bible/exo/Tent/Tent11.html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http://kcm.co.kr/bible/kor/Mar1.html
http://kcm.co.kr/bible/exo/Tent/Tent11.html


  
 
 
 
 
 
 
 
(말1: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 6: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 6: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1 The LORD called to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ent of meeting. He said,  
2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anyone among you brings an 
offering to theLORD, bring as your offering 
an animal from either the herd or the 
flock. 
 
 



 
 
 
 

3 “‘If the offering is a burnt offering from the 
herd, you are to offer a male without 
defect.You must present it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so that it will be 
acceptable to the LORD.  
4 You are to lay your hand on the head of the 
burnt offering, and it will be accepted on 
your behalf to make atonement for you.  

 
 

 



5 You are to slaughter the young bullbefore 
the LORD, and then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bring the blood and splash it against the 
sides of the altar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6 You are to skin the burnt offering and cut it 
into pieces.  
7 The sons of Aaron the priest are to put fire on 
the altar and arrange wood on the fire. 



 
 
 
 
 
 
 
 
 
 
 
 
 
 
 
 

8 Then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arrange the pieces, including the head 
and the fat, on the wood that is burning 
on the altar.  
9 You are to wash the internal organs and 
the legs with water, and the priest is to 
burn all of it on the altar. It is a burnt 
offering, a food offering,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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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 전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