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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고린도 전서

11:23-32 



(고전 11:23)
내가너희에게전한것은주께받은것이니곧주
예수께서잡히시던밤에떡을가지사
(고전 11:24)
축사하시고떼어이르시되이것은너희를위하는
내몸이니이것을행하여나를기념하라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또한그와같이잔을가지시고이르시되이
잔은내피로세운새언약이니이것을행하여마실
때마다나를기념하라하셨으니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
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
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
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전 11: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
려니와



(고전 11: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
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창 17:7)
내가내언약을나와너및네대대후손사이에
세워서영원한언약을삼고너와네후손의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내가너와네후손에게네가거류하는이땅곧
가나안온땅을주어영원한기업이되게하고나는
그들의하나님이되리라
(창 17:9)
하나님이또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그런즉너는내
언약을지키고네후손도대대로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
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요 6:35)
예수께서이르시되나는생명의떡이니내게오는
자는결코주리지아니할터이요나를믿는자는
영원히목마르지아니하리라
(요 6:47)
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믿는자는영생을
가졌나니
(요 6:48)
내가곧생명의떡이니라
(요 6:49)
너희조상들은광야에서만나를먹었어도죽었거니와



(요 6:50)
이는 하늘에서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
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하는 것이니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
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하시니라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
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나를 보내시매내가 아
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
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이 떡을 먹
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
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백성에게뿌리며 이르
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이 떡을 먹
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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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강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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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