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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llowship with Our Lord (1 Cor 1:9) 주님과의 교제  

 9. God is faithful, by whom ye were called u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여러분을 불러 자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Jesus Christ i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Our relationship is simply servant and Lord. 우리의 관계는 단지 종과 주인 입니다 

He is also our owner since he created us and purchased us with his blood 

when we were astray and lost.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소유한 소유주이시니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의 피 값으로 우

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Well, we are not in a position in which we are worthy to carry his sandals, as 

the Baptist John said. 그래서 우리가 처한 신분이 그분의 신발을 나르기에도 적

합하지 않은 것은 침례자 요한이 말한 대로입니다.  

Nevertheless he saved us and called us to have fellowship with him.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 주셔서 자신과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He wants to make us his friends.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십니다 

Though we are his creature and servants, we are qualified to have fellowship 

with our Lord. 비록 우리가 그분에게 지음 받은 창조물이고 종이지만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It is amazing grace for us to be saved from our sins.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

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However, it is much more amazing grace for us to have fellowship with our 

Savior Jesus. 그러나 훨씬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 교

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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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way,  

What does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mean?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said the fellowship means to know each other as a company of equals or 

friends and keep the state of friendship.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것은 상대를 알

아 가는 것으로 동등한 동료나 친구로서 그런 관계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When we research John 17:3, eternal life is that we know God and Jesus. 요 

17:3을 살펴보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So eternal life is to live in the life in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즉 영생이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John 17:3,2 

3.  And this is life (which is) eternal,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주 하나님과 주께서 보낸 예

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2.  As God has given Jesus power over all flesh, that Jesus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God has given Jesus.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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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Eternal life = to know God and Jesus =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과의 교제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is forever without end as it is eternal life.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영생이란 말그대로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How long can we keep fellowship with our Lord?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주

님과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We can keep it forever. 우리는 그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The eternal life is the one in which we continue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as long as the Gospel we have heard from the apostles still remains in us. 영

생이란 우리가 사도들에게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기만 하면, 그 생

명안에서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안에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There is one thing we should make sure of that the Gospel is the same that 

the apostles preached from the beginning while having fellowship with Jesus.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전하기 시

작한 바로 그 복음이야 합니다. 

 

1 John 2:24,25 

24.  Let that therefore abide in you, which y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of the Gospel we apostles preached).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들은 것으로 우리 사도들이 처음부터 선포한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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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at which(the Gospel) y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from us the 

apostles) shall remain in you, ye also shall continue in the Son(Jesus), 

and in the Father(God). 만일 우리 사도들에게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여러

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또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할 것입니다  

 

25.  And this is the promise that he hath promised us, even eternal life. 이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1 John 1:3 

That which we(apostles)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apostles) unto you, 

우리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냄은 

that ye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apostles):여러분이 우리 사도들과 교

제하게 하기 위함으로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Letʼs talk some more about the eternal life as it is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영생에 대해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이란 우리 주님과의 교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where and how do we have eternal life?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Well, we have our flesh life for now in us or in our body of flesh in this world.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곧 육체의 몸 안에 육신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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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think we will have eternal life in heaven when we resurrect after 

we finish this flesh life or die.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생은 우리가 우리 현

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곧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고서 갖게 될 것이라 합

니다 

This is NOT true. 그렇치 않습니다.  

Originally only God had the eternal life. 영생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And now born again Christians can have the eternal life as well while they live 

in this world.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It begins in this world on the earth not in heaven after we are resurrected. 영

생은 이세상에서 땅 위에 있을 때 시작 되는 것이지 부활한 다음 하늘에서 시작

되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given to born again Christians by God the Father as soon as we receive 

Jesus Christ as our Savior while we are alive in this world. 영생은 우리가 이세

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할 때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에게 주십니다  

We have also the record of the apostles that this eternal life is in his Son 

Jesus.  또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고 증언한 사도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So if we have the Son Jesus in our heart, we have the eternal life even though 

we are still alive in this world.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

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However, if we donʼt have the Son Jesus, we donʼt have the eternal life. 그러

나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That is because Eternal life is in his son Jesus.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

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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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simple and clear.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1 John 5:11,12 

11.  And this is the record, that God hath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안에 있는 것입니다 

  

12.  He that hath the Son hath life; and he that hath not the Son of God 

hath not life.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

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In order to make it clear, the apostle John wrote the First Epistle(Letter) 

General of John so that we may know we live eternal life while we are still 

living in this present world on the earth. 이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요한 사도는 

요한 일반 서신이라는 요한 일서를 썼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도 영생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only condition is that we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단 한가

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1 John 5:13 

13.  These things have I(John)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쓴 

것은  

that ye may know that ye have eternal life, and that ye may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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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TIPS for your information and better understanding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팁을 드리면  

What is the difference of believe, believe in, believe on in King James Version?  

영어로 믿다 즉 believe, believe in, believe on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Usage in current English 

최근 영어에서 용법은 다양합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Godʼs existence to be true.)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My mother always believes in me. (= She believes I am capable or have 

ability.) 능력에 대한 확신  

내 어머니는 항상 나를 믿는다 

We believe in Christian education. (= We believe that Christian education is 

effective and have value.) 가치 

우리는 크리스쳔 교육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We believe God. (We believe what God says.)  말,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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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in early modern English (King Elizabeth English in King James Version)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현대영어의 초기 영어인 엘리쟈벳 여왕시대의 영어 

Believe, believe in, believe on : these three are almost the same.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The usage in the context is dependent on the meaning of the proposition ʻinʼ 

or ʻon .̓  맥락에 따라 in on의 전치사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Eternal life begins when we receive him in our heart and confess him with our 

mouth.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입

으로 그분을 시인할 때입니다 

Research the following verses. 다음의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1 John 4:15 

15.  Whosoever shall confes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dwelleth 

in him, and he in God(, which is eternal life).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안에 거주하시고 그도 하나

님안에 거주하니 곧 이것이 영생입니다 

 

John 5:24 

24.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He that heareth my word, and believeth on him that sent me,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그 사람은 

 

hath everlasting life (while you are living), 살아 있을 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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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after death); but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죽은 후에도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

겨졌습니다 

 

Rom 10:9,10 

9.  That if thou shalt confess with thy mouth the Lord Jesus, 만일 그대가 

그대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and shalt believe in thine heart that God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그대

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thou shalt be saved. 그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10.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th unto righteousness; 이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Who is the author(mak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There are many around us who want to do something for our salvation.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y think it is we that are the author(maker) of our faith as it is OUR faith. 

그들 생각은 우리의 구원이니 당연히 우리가 우리 믿음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

각합니다 

However, there is nothing we can do for our faith and salvation since the 

author of our faith is Jesus.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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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faith is not one from man, it is given to us by God.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

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If they insist we should do something for our faith or our salvation by the will 

of man and by the will of our flesh, 만일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나 육신적인 뜻을 사용한다

면 

it is a religion not the Gospel. 이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That is because religion is from man but the Gospel is from God. 그 까닭은 종

교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John 8:28,29 

28.  Then said they unto him(Jesus),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What shall we do, that we might work the works of God?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29.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e believe on him(Jesus) whom he hath 

sent.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입니다. 

 

Heb 12:2  

2.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며 치욕을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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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s se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

에 앉으셨습니다 

 

Eph 2:8,9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이는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을 통

해 구원을 받았으니  

and that(faith)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그 믿음은 여러분에

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Not of works (ye work of yourselves), lest any man should boast. 여러분 

스스로 일을 하여 쌓은 공적,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은 자랑할 수가 없

습니다 

 

In our part, all we have to do is to believe and receive Him.  우리편에서 우리

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 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John 1:11,12,13 

11.  He(Jesus) came unto his own (people), and his own (people) received him 

not.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

들이는 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

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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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이들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Who is the receiver of Jesus? 누가 예수님을 받아드리는 자입니까 

 

In the parable of the man who sow the seed in Mat 13:3~8, 마 13:3~8에 나

온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there are four kinds of receivers of the seed or the word. 씨 곧 말씀을 받아드

리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In the end, three are not true receivers and one is the true receiver even 

though all of them receive the seed. 네 부류의 사람 모두 씨를 받았으나 결과

적으로 세 부류는 받아드리는 자가 아니고 한 부류만 씨를 받아드리는 자입니다 

 

PPT God Jesus – Sower      Seed(Word) – Falling     We – Receiver 

 

Four Kinds of Receivers 

i) He who received seed by way side 길가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ii) He who received seed into stony places 돌이 많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iii) He who received among thorns 가시나무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 

iv) He who received seed into good ground 좋은 땅속에 받아들이는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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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ear ye therefore the parable of the sower. 여러분은 그러므로 씨뿌리

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시오 

19.  When any one heareth the word of the kingdom, and 

understandeth it not,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then cometh the wicked one, and catcheth away that which was sown 

in his heart. 그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 버립니다 

This is he which received seed by the way side.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드린 사람입니다 

 

20.  But he that received the seed into stony places, 그리고 돌이 많은 

곳에서 씨를 받아드린 사람은 

the same is he that heareth the word, and anon(shortly) with joy 

receiveth it;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21.  Yet hath he not root in himself, but dureth for a while: 하지만 자

기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동안만 견디다가    

for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th because of the word, by and 

by(soon) he is offended(falls away).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

날 때 곧 그가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22.  He also that received seed among the thorns is he that heareth 

the word; 가시나무 가운데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and the care of this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he becometh unfruitful.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에 빠져 말씀

이 숨이 막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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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ut he that received seed into the good ground is he that heareth 

the word, and understandeth it;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which also beareth fruit, and bringeth forth, some an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How we can be the receiver who receives seed into the good ground?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에 열매를 받아 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We could say many things but I would like to talk two things below for the 

topic.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 번 주제에 관련하여 두 가지

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I think we can talk second one next time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두번

째 것은 다음에 충분히 다루고자 합니다 

 

1) Keep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ch and the vine (John 15:1~8)

가지와 포도 나무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2) Letʼs eat Jesusʼ Flesh and Drink his blood to dwell in Jesus and He 

in us(John 6:56)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John 15:1~8,15 

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husbandman(farmer).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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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ery branch in me that beareth not fruit he taketh away: 내 안에서 열

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며 

and every branch that beareth fruit, he purgeth(clean)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열매를 맺는 가지 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3.  Now ye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이

제 여러분은 내가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Abide in me, and I (abide) in you. 내 안에 거하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

분 안에 거합니다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unless) it abide in 

the vine;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이   

no more can ye, except (unless) ye abide in me.  여러분도 내 안에 거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I am the vine, ye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 입

니다 

He that abideth in me, and I (abide)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  

for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If a man abide not in me, he is cast forth as a branch, and is withered;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내 던져져서 시들게 됩니다 

and men gather them,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지고 태워버립니다 

7. If ye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e shall ask what y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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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e bear much fruit; 여기서 내 아버

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곧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입니다  

so shall ye be my disciples. 그러면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됩니다.  

 

How can the branch bring forth the fruit?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It yields the fruit only as it abides in the vine.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기

에 열매를 맺어냅니다 

How can we produce the fruit?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생산합니까 

We produce the fruit only if we abide in Jesus our Lord. 우리가 우리 주 예수

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생산합니다 

It is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Yes, if we just abide in Jesus as the branch abides in the vine, 그렇습니다 우

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we can yield much fruit some 100 fold some 60 some 30. 우리는 많은 열매를 

생산해냅니다 사람에 따라 100배 60배 30배 열매입니다 

It is a completely normal and natural process and result. 이것은 완전히 정상

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Man cannot do anything for our faith or salvation just like the branch cannot 

do anything of itself. 사람은 우리 믿음이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

다 그것은 마치 가지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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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llowship with the Lord is just to abide in our Lord as the branch abides 

in the vine.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주님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듯이 

Our eternal life is fruitful, meaningful, abundant and full of the fruit of the Spirit 

if we keep fellowship with our Lord.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열매가 

맺히고 의미 있고 풍성하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갖기만 하면 됩니다 

Fruit of Love, fruit of Joy, fruit of longsuffering, fruit of temperance, just name 

it. 사랑하는 열매, 기쁨이 가득한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절제하는 열매, 얼마든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His final goal for us to have fellowship with him is to be his disciples and 

friends.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주님의 최종 목표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We are not killing time with doing this and that in this world to wait for the 

eternal life after death. 우리는 이세상에서 죽은 후에 있을 영생을 기다리면서 

이것 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As far as we know him to the full, we can live the eternal life fully as his 

disciples and friends with much fruit in this world on the earth. 우리가 주님을 

충만이 알아가면서 땅을 밟고 있는 이세상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생의 삶

을 충만이 사는 것입니다.    

 

John 10:10 B (요 10:10 후반절 입니다) 

10 B  I(Jesus)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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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10:15 

15.  Henceforth I call you not servants;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을 종이라 하지 

않으니 

for the servant knoweth not what his lord doeth: 이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친구라 할 것이니  

for all things that I have heard of my Father I have made known unto you. 이

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PPT the summary of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i) We have eternal life beginning not after death but in this world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사는 영생으로 죽음이후가 아니라 이세상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ii) We continue in the Gospel the apostles preached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 계속 머물어 있는 것

입니다 

iii) We abide in Jesus, God and Jesus, God abide in us  

주님과의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두 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iv) Meaningful and abundant life with much fruit 

주님과의 교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입니다 

v) We become disciples and friends of the Lord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는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