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o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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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ernal Life  
to Know 
God and 

Jesus  

The 
Fellowship 

with Our Lord 



Summary of the fellowship with the 
Lord  

We have eternal life beginning in this world  1 

We continue in the Gospel the apostles preached 2 

We abide in Jesus and God and they abide in us 3 

Meaningful and abundant life with much fruit 4 

We become the disciples and friends of the Lor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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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 eat Jesus’ flesh and to drink his 
blood is  to dwell in Jesus and He in us 
(John 6:56)  



To eat Jesus’ flesh and to 
drink his blood is  to dwell in 
Jesus and He in us (John 6:56)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ath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John 6: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For my flesh is meat(food)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John 
6:55,56 

이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He that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dwelleth in me, and I (dwell) in him.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내 안에  나는 그 사람안에 거주합니다. 



Heb 5:12 

For when for the time ye ought to be teachers,  

ye have need that one teach you again which 

be the first principles of the oracles of God;  

and are become such as have need of milk,  

and not of strong meat. 

시간으로 보건대 여러분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Heb 5:13 

For every one that useth milk  

is unski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e.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Heb 5:14 

But strong meat belongeth to them  

that are of full ag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e seek me,  

not because ye saw the miracles, but because ye 

did eat of the loaves, and were filled. 

John 6:26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Labour not for the meat(food)  

which perisheth, but for that meat(food)  

which endureth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John 6:27 

썩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수고 하시오. 이 양식을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The Food Which Not 
Perishes  

But Endures unto Eternal 
Life   



Whereas ye know not what shall be on the 

morrow.  For what is your life?  

It is even a vapour, that appeareth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th away. 

James 4:14 

내일 있을 일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 입니다. 



And if ye call on the Father, who without respect 

of persons judgeth according to every man's 

work, pass the time  

of your sojourning(staying temporarily) 

here in fear: 

1 Pet 1:17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여러분이 부르니  
여러분이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시오. 



Heb 11:13 

These all (Abraham, Sarah, Isaac and Jacob)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far off, and  

were persuaded of them, and embraced them, 

and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pilgrims on the earth.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Heb 11:14 

For they that say such things  

declare plainly that they seek a country. 

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Heb 11:15 

And truly, if they(Abraham and Sarah)  

had been mindful of that country  

from whence they came out,  

they might have had opportunity  

to have returned.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Heb 11:16 

But now they (Abraham, Sarah, Isaac and Jacob)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n heavenly:  

w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th prepared for them a city.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Phil 3:20 

For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from whence(heaven) also we look for  

the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For all flesh is as grass,  

and all the glory of man as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eth, 

and the flower thereof falleth away: 

1 Pet 1:24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John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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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까? 



John 6:29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e believe on 

him(Jesus) whom he hath sent.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John 6:30 

They said therefore unto him, What sign shewest 

thou then,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ee? what dost thou work?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John 6:31 

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Manna Vs the Bread of 
Life  



Psalms 
78:13,14 

He divided the sea,  

and caused them to pass through; 

and he made the waters to stand as an heap.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In the daytime also he led them with a cloud,  

and all the night with a light of fire.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Psalms 
78:15,16 

He clave the rocks in the wilderness,  

and gave them drink as out of the great depths.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He brought streams also out of the rock,  

and caused waters to run down like rivers.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어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Psalms 
78:17,18 

And they sinned yet more against him  

by provoking the most High in the wilderness.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다. 

And they tempted God in their heart  

by asking meat for their lust.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Psalms 
78:19 

Yea, they spake against God; they said,  

Can God furnish a table in the wilderness?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다. 



Psalms 
78:20 

Behold, he smote the rock, 

that the waters gushed out (rushed out),  

and the streams overflowed;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니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했다. 



Psalms 
78:21,22 

Therefore the LORD heard this, and was wroth:  

so a fire was kindled against Jacob,  

and anger also came up against Israel;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며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으니 

Because they believed not in God,  

and trusted not in his salvation: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Psalms 
78:23 

Though he had commanded  

the clouds from above,  

and opened the doors of heaven,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Psalms 
78:24,25 

And had rained down manna upon them to eat,  

and had given them of the corn(grain) of heaven.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Man did eat angels' food: 

he sent them meat to the full.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다. 



Ex 16:13b 

and in the morning the dew  

lay round about the host (of Isreal) . 
아침에는 이슬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었다. 



Ex 16:14 

And when the dew that lay was gone up, behold, 

upon the face of the wilderness  

there lay a small round thing,  

as small as the hoar frost on the ground.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시오,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
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Ex 16:15 

And when the children of Israel saw it,  

they said one to another, It is manna:  

for they wist(knew) not what it was. And Moses 

said unto them, This is the bread which the LORD 

hath given you to eat.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입니다, 했다. 



Ex 16:31 

And the house of Israel called  

the name thereof Manna:  

and it was like coriander seed, white; and  

the taste of it was like wafers made with honey.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John 6:32 

Then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Moses gave you not that 
bread from heaven; but my Father giveth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않았으며 
오직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참 빵을 주십니다. 



John 
6:33,34 

For the bread of God is he(Jesus)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and giveth life unto the world.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Then said they unto him, Lord,  
evermore give us this bread.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John 6:35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that believeth on me shall 
never thirst.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John 6:40 

And this is the will of him(God Father) that sent 

me, that every one which seeth the Son, and 

believeth on him, may have everlasting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
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John 6:41 

The Jews then murmured at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했기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렸다 



John 
6:47,48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hath everlasting life.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I am that bread of life.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입니다. 



John 
6:49,50 

Your fathers did eat manna in the wilderness, 

and are dead. 
여러분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This(Jesus) is the bread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that a man may eat thereof, and not die.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John 6:51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if any man eat of this bread,  

he sha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that I will give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입니
다. 



John 6:52 

The Jews therefore strove among themselves,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John 6:53 

Then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ye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e have no life in you.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To eat Jesus’ flesh and 
to drink his blood is  to eat 
the bread of life, which is 

Jesus  



John 
6:54,55 

Whoso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hath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For my flesh is meat(food)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대문입니다 



John 
6:56,57 

He that eateth my flesh, and drinketh  

my blood, dwelleth in me, and I in him.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As the living Father hath sent me,  

and I live by the Father: so he that eateth me, 

even he shall live by me.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John 6:58 

This is that bread which came down from heaven: 

not as your fathers did eat manna, and are dead: 

he that eateth of this bread shall live for ever.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John 6:60 

Many therefore of his disciples,  

when they had heard this, said,  

This is an hard saying; who can hear it?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말했다. 
 이 말씀은 어려우니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John 6:63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gives life);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John 
6:66,67 

From that time 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walked no more with him.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Then said Jesus unto the twelve, 

 Will ye also go away?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가려합니까?  



John 6:68 

Then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thou hast the words of eternal life.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John 6:69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thou art that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The Word of Life  is 
an Alive Person, who is 

Jesus 



1 John 5: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또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John 1:1,2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John 1:3,4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John 1:14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1 John 5:11 

And this is the record,  

that God hath given to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 John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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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1 John 5:13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e may know that ye have eternal life, and 

that ye may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1 John 5:20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is come, and 

hath given us an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him that is true, and we are in him that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 진실하신 분을 우리로 알
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For all flesh is as grass,  

and all the glory of man as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eth, 
and the flower thereof falleth away: 

1 Pet 1: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집니다.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 ever.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 

1 Pet 1:25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니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Heb 4:12 

For the word of God is quick(alive),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
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