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First Supper (최초의 만찬)

- Five Kinds of Breaking (5가지의 쪼개는 것)


<PPT: 밀레의 만종>





The title of this painting in Korean is <Evening Bell of Millet>. 이 그림은 우리말
로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The original has its own name, and there are a few interesting stories related 
to the painting. 원작의 이름이 따로 있고 그림에 관련된 흥미로운 다른 이야기도 몇 
가지 있습니다.

People in English-speaking counties called it “Evening Prayer”, 영어권 사람들
이 “저녁의 기도” 로 불렀는데, 

Because it depicts a peaceful prayer of thanksgiving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evening comes in the field and the church bells ring. 이 그림은 들에
서 일과가 끝난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 교회 종 소리를 듣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평온한 
감사의 기도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ning Prayer> was translated into Korean as <Evening Bell - ManJong>. <
저녁의 기도>가 우리말로는 <저녁의 종 - 만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In Millet's ManJong, <man> means late or evening.밀레의 만종에서의 <만>은 늦
은 혹은 저녁이란 뜻입니다.


Therefore, <supper> is <evening meal> and the Lord's Supper is <eating 
evening meal with the Lord>. 따라서 <만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 이니 주님의 만
찬은 <주님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입니다.

Quite a few people around me know <Lord's Supper> as <full dinner> 
meaning <the table is beautiful> as I do. 주변의 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상 차림
이 가득하다>는 의미의 <가득 찬 만>으로 <주님의 만찬>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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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Lord's Supper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full of food as it is to eat 
unleavened bread and to drink wine. 그러나 주님의 만찬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
도즙(포도주)을 마시는 것이어서 음식이 가득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PPT> unleavened Bread 





This Photo shows unleavened bread in meal.

이 사진은 식사로 먹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Today's message will focus on splitting or breaking bread at the Lord's 
Supper., 오늘은 주님의 만찬에서 빵을 부수거나 쪼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When it comes to leavened bread, it does not feel like splitting or breaking 
because it is puffy and soft. 누룩 넣은 빵은 부풀어 있어서 쪼개거나 부순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However, unleavened bread is flat and hard, which makes 
sense when we talk about breaking bread.  누룩 없는 빵은 납작한 빵이어서 부순
다 쪼갠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Today's sub titles are summarized for our preview.

오늘의 sub titles 미리 요약합니다.


<PPT>

#1 Abraham did break a ram. 아브라함이 양을 쪼갰다. 

#2 Israel did break the covenant with God.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언약)을 파
기했다.

#3 God did break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셨다. 

#4 God did break Himself on the Cross.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쪼개지셨습니
다. 

#5 We do break the Bread in the Lord’s Supper.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빵을 부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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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1 Abraham Did Break a Ram 

            아브라함이 양을 쪼갰다. 


PPT





This map shows the route from Abraham's hometown of Ur 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Canaan. 이지도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나와 약속의 땅 카나안
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Genesis 15 : 7,8,9,10,11,12
This is the scene where the Lord calls Abraham from his hometown of Ur of 
the Chaldeans and finally leads him to the land of Canaan and promises to 
give him the land as an inheritance. 창세기 15장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
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마침내 카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상속으로 주겠
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In the way it goes nowadays, it is a scene where God writes a contract with 
Abraham.

요즈음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써주는 장면입니다. 


7.  And he said unto him (Abraham), I am the LORD that brought thee out of Ur of 
the Chaldees, to give thee this land (Canaan) to inherit it. 
8.  And he said, LORD God, whereby (by what) shall I know that I shall inherit it? 
9.  And he said unto him (Abraham), Take me an heifer of three years old, and a she 
goat of three years old, and a ram of three years old, and a turtledove, and a young 
pigeon. 
10.  And he (Abraham) took unto him all these, and divided them in the midst, and 
laid each piece one against another: but the birds divided he not. 
11.  And when the fowls came down upon the carcasses, Abram drove them away. 
12.  And when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upon Abram; and, lo, an 
horror of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
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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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15:9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송아지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15:10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15:11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15:12 해가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The Hebrew term ּבְרִית bĕriyth for "covenant" is from a root with the sense of 
"cutting", "계약(언약)"에 대한 히브리어 ּבְרִית bĕriyth (베리트)는 "자른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because pacts or covenants were made by passing between cut pieces of flesh 
of an animal sacrifice. 그 이유는 조약이나 계약이 희생된 동물의 쪼갠 살 사이를 지
나가면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Gen 15:17,18
17.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sun went down, and it was dark, behold a 
smoking furnace, and a burning lamp that passed between those pieces. 
18.  In the same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saying, Unto thy seed 
have I given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unto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15: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
로 지나가니라.

15:18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A smoking brazier and burning lamps passing between cut pieces of the 
animal in darkness vividly depict that the covenant is made based upon 
death. 어두움 속에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등불이 동물의 쪼갠 사이를 지나 간다는 
것은 계약(언약)이 죽음으로 약정된 것이라는 생생하게 묘사한 사건입니다. 

Finally Abraham signed God's covenant.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약서에 사
인을 했습니다.


And in the covenant with Abraham, there was a promise that Abraham would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s well as of Israel.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언약)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
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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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12:1,2,3
1.  …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y father's house, 
unto a land (Canaan) that I will show thee: 
2.  And I will make of thee (Abraham) a great nation (Israel),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3.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Gentiles) be blessed.
12:1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12:2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12: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
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TWO Covenants with Moses 모세와 맺은 두 가지 계약(언약)


<PPT Map> Two locations of Horeb and Moab




God made two covenants with Moses.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두 가지 계약(언약)을 
맺었습니다.


The covenant made in Horeb(Sinai) – Mosaic Law

호렙(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언약) - 모세의 법


Deut 5:1,2 
1. And Moses called all Israel, and said unto them, Hear, O Israel, the statutes and 
judgments which I speak in your ears this day, that ye may learn them, and keep, and 
do them. 
2.  The LORD our God made a covenant with us in Horeb(Sinai). 
5: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 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
려 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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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The characteristic of Moses' law is that obedience will bring blessings, but 
disobedience will bring curses. 모세의 법의 특징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
면 저주를 받습니다.


The first is the detailing the blessings. 먼저 복을 받는 구절입니다.


Deut 28:1,2,3,9
1.  And it shall come to pass, if thou shalt hearken diligently unto the voice of the 
LORD thy God, to observe and to do all his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that the LORD thy God will set thee on high above all nations of the earth: 
2.  And all these blessings shall come on thee, and overtake thee, if thou shalt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thy God. 
3.  Blessed shalt thou be in the city, and blessed shalt thou be in the field.
28:2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너를 따
라잡으리니

28:3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28:9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네게 맹세
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Next are the verses setting out the curses.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구절입니다.

Deut 28:15,16,23,36,53,55,57
15.  But it shall come to pass, if thou wilt not hearken unto the voice of the LORD thy 
God, to observe to do all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that all these curses shall come upon thee, and overtake thee: 
16.  Cursed shalt thou be in the city, and cursed shalt thou be in the field.

23.  And thy heaven that is over thy head shall be brass, and the earth that is under 
thee shall be iron.

28:15 ¶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
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28:16 네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28:23 또한 네 머리 위의 네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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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foreign land, where the sky is like bronze and the earth is like iron, they 
have lived for 2,500 years under the curse of hard life. 하늘이 놋과 같고 땅이 철
과 같은 타국 땅에서 이스라엘은 고된 세상살이의 저주가운데 2,500년동안 살았습니다.


36.  The LORD shall bring thee, and thy king which thou shalt set over thee, unto a 
nation which neither thou nor thy fathers have known; and there shalt thou serve 
other gods, wood and stone.
28:36 {주}께서 너와 또 네가 네 위에 세울 네 왕을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
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When they ran out of food as the enemy had sealed off the city, they even had 
to eat the flesh of their own children and kept it a secret from others to 
secure it. 적들이 도시를 봉쇄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살을 먹어야만 했고 그것이라도 확보해 두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The husband's case comes first. 남편의 경우가 먼저 나옵니다.

53.  And thou shalt eat the fruit of thine own body, the flesh of thy sons and of thy 
daughters, which the LORD thy God hath given thee, in the siege, and in the 
straitness, wherewith thine enemies shall distress thee: 
55.  So that he will not give to any of them of the flesh of his children whom he shall 
eat: because he hath nothing left him in the siege, and in the straitness, wherewith 
thine enemies shall distress thee in all thy gates. 
28:53 네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며 곤경에 빠뜨릴 때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몸의 열매 곧 네 아들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28:55 자기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중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원
수들이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This time, it is the case of the wife.이 번에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57.  And toward her young one that cometh out from between her feet, and toward her 
children which she shall bear: for she shall eat them for want of all things secretly in 
the siege and straitness, wherewith thine enemy shall distress thee in thy gates. 
28:57 또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뜨리니 
이는 네 원수들이 네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에워싸고 곤경에 빠뜨릴 때에 
그녀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This happened to Israel in around BC 586, when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seized Jerusalem.  이것은 기원전 586년경 바빌론의 느부카네자르 왕이 예
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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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many covenants made with God, Israel is called a covenant 
people. 하나님과 맺은 여러 계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계약(언약) 백성이라 불립니다. 

However, if they keep the law which is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Moses, 
they will be blessed, but if they do not keep it, they will receive tremendous 
curses as we looked into above.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맺은 
첫번째 계약(언약) 소위 율법은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
게 됩니다.


And God foresaw in advance that Israel would fail to keep this covenant and 
would be scattered to other nations and live in miserable conditions. 하나님께
서는 이스라엘이 이 계약(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로 흩어져 비참한 상황가
운데 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But God, who is merciful, also made another covenant with Moses to restore 
Israel.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계약(언약)도 모
세와 맺으셨습니다. 

This second covenant with him was made in Moab though the first one is in 
Horeb(Sinai). 첫번째 계약(언약)은 시내산(호렙) 산이지만 두번째 계약(언약) 장소는 모
압입니다.


Deut 29:1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covenant, which the LORD commanded Moses to make 
with the children of Israel in the land of Moab, beside the covenant which he made 
with them in Horeb (Sinai).
29:1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Let us now turn to the content of the covenant made in Moab.

이제 모압의 계약(언약)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Deut 30:1,2,3,6,8
1.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all these things are come upon thee, the blessing 
and the curse, which I have set before thee, and thou shalt call them to mind among all 
the nations, whither the LORD thy God hath driven thee, 
2.  And shalt return unto the LORD thy God, and shalt obey his voice according to all 
that I command thee this day, thou and thy children, with all thine heart, and with all 
thy soul; 
3.  That then the LORD thy God will turn thy captivity, and have compassion upon 
thee, and will return and gather thee from all the nations, whither the LORD thy God 
hath scattered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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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너
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30:2 너와 네 자손들이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
에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30:3 {주} 네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
이요,


God is still gathering Israel today.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습니
다.  

We are now living between Deuteronomy 30 verse3 and verse6. 우리는 지금 신
명기 30:3절과 6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From verse 6 onwards, this is what will happen. 6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
다. 

An important thing will be happening that deserves more attention and many 
more prayers than the corona situation. 코로나 상황보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6.  And the LORD thy God will circumcise thine heart, and the heart of thy seed, to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ine heart, and with all thy soul, that thou mayest 
live. 
8.  And thou (Israel) shalt return and obey the voice of the LORD, and do all his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in Moab).
30:6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네 마음을 다
하며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30:8 네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
령을 행하리라.


Israel's returning geographically and politically now is to prepare for the 
spiritual restoration of Israel in the near future as mentioned in verses 6 and 
8. 이스라엘이 지금 지리적, 정치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6,8절에서 말하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God made a song to explain how this would happen so that Israel could easily 
remember it.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한 노래를 만들어 알려 주
면서 이스라엘이 쉽게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It is called the song of Moses.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 합니다.

Deuteronomy 32 is the song of Moses.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The key verse is verse 32:21. 핵심구절은 32:21절입니다.


Deut 31:30
30.  And Moses spake in the ears of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the words of this 
song, until they were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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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Deut 32:21 
21.  They (Israel) have moved me to jealousy with that which is not God; they have 
provoked me to anger with their vanities: and I will move them (Israel) to jealousy 
with those which are not a people; I will provoke them to anger with a foolish nation.
32: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
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
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PPT shows the summary of Moses’ song>





Israel served another god who is not their God.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It moved God to jealousy. 그것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Israel worshiped idols, which are vanities.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It provoked God to anger.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God will do just the opposite in the same way as Israel did.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반대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God will choose one people who didn’t use to be his people. 하나님은 자신의 백
성이 아니었던 한 백성을 택하실 것입니다. 

And it will move Israel to jealousy.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질투에 빠지게 할 것
입니다. God will use a foolish nation in order to provoke Israel to anger. 

하나님은 어리석은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Israel served another god not their God, which moved God to jealousy.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섬겼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God will make a people whom Israel didn’t know for himself, which will move 
Israel to jealousy.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못한 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질투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10 19



Israel served idols while doing vanities, which provoked God to anger. 이스라
엘은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추구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God will use a foolish nation in order to provoke Israel to anger. 

하나님은 어리석은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In addition, God made many other covenants such as the covenant with 
David, with Noah, and with the priest Levi and etc.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노아, 성직자 레위와 맺은 계약(언약)등 많은 계약(언약)이 있습니다. 


Sub #2 Israel Did Break the Covenant with the LORD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언약)을 파기했다.


As God foresaw in the covenant with Moses, Israel broke the covenant with 
God by disobedience.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계약(언약)에서 미리 내다보셨듯이 이스
라엘은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Jer 34:8~11
8.  This is the word that came unto Jeremiah from the LORD, after that the king 
Zedekiah had made a covenant with all the people which were at Jerusalem, to 
proclaim liberty unto them; 
9.  That every man should let his manservant, and every man his maidservant, being 
an Hebrew or an Hebrewess, go free; that none should serve himself of them, to wit, of 
a Jew his brother. 
10.  Now when all the princes, and all the people, which had entered into the 
covenant, heard that every one should let his manservant, and every one his 
maidservant, go free, that none should serve themselves of them any more, then they 
obeyed, and let them go. 
34:8 ¶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온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뒤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34:9 그 언약은 곧 각 사람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인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곧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섬김을 받지 못
하게 한 것이라.

34:10 이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모든 통치자와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해야 하고 다시는 아무도 그들에게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을 가게 하였으나


In the reign of King Hezekiah of Judah, Israelites freed their fellow Hebrews 
from servants in the seventh year, the sabbatical year according to the 
covenant with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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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기야 유다 왕 때에 모세와 맺은 계약(언약)에 따라 7년째인 안식년이 되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종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But after releasing them, they changed their mind and made them servants 
again. 그런데 풀어준 후에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다시 종으로 예속시켰습니다. 


Verse 11.
11절입니다.


11.  But afterward they turned, and caused the servants and the handmaids, whom 
they had let go free, to return, and brought them into subjection for servants and for 
handmaids. 
34:11 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이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한 남종과 여종을 되돌
아오게 하고 그들을 복종시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더라.


In this way, when Israel broke the covenant with God and proclaimed freedom 
from the covenant,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언약)을 깨뜨리고 계약
(언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자, 

God broke Israel and caused Israel to suffer,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뜨려 고난을 당하게 했으며

just as Israel passed between cut pieces of the animal when Israel had made a 
covenant,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약(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쪼갠 사이로 지나 간 것과 같이

as God declared freedom from Israel and no longer took care of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That is, he proclaimed the death of Israel. 즉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This is according to the covenant made with Moses in Horeb. 이것은 모세와 호
렙에서 맺은 계약(언약) 대로입니다. 


Sub #3 the LORD did break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셨다.


Jer 34:17-20
17.  Therefore thus saith the LORD; Ye have not hearkened unto me, in proclaiming 
liberty, every one to his brother, and every man to his neighbour: behold, I proclaim a 
liberty for you, saith the LORD, to the sword, to the pestilence, and to the famine; and 
I will make you to be removed in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18.  And I will give the men that have transgressed my covenant, which have not 
performed the words of the covenant which they had made before me, when they cut 
the calf in twain, and passed between the par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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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princes of Judah, and the princes of Jerusalem, the eunuchs, and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hich passed between the parts of the calf; 
20.  I will even give them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and into the hand of them 
that seek their life: and their dead bodies shall be for meat unto the fowls of the heaven, 
and to the beasts of the earth.
34:17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에게 자유
를 선포하는 일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칼
과 역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으
로 옮기리라.

34:18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34:19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내가 내주되

34:20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However, because God is kind, loving and merciful, he will restore Israel 
according to the covenant he made with Moses in Moab.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
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압에서 맺은 계약(언약)대로 이
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Giving to Israel as the last covenant, he makes a new covenant as in Jeremiah 
31:31.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마지막 계약(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처럼 
새 계약(언약)을 맺으십니다.

Looking at this covenant, the covenant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made in 
Moab is definitively presented again. 이 새 계약(언약)을 살펴보면 모압에서 맺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약(언약)이 다시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Sub #4 God Did Break Himself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쪼개지셨습니다. 


31.  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that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northern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32.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in the day that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which my covenant they 
brake, although I was an husband unto them, saith the LORD: 
33.  But this shall be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Reunited 
Israel); After those days, saith the LORD, I will put my law in their inward parts, and 
write it in their hearts; and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31:31 ¶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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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31:33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When the new covenant is fulfilled, God's law will be written on the tablets of 
Israel's heart (although Moses' law is written on stone tablets), and the LORD 
will become the God of Israel again, and they will become God's people. 새계약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모세의 법은 돌 판
에 새겨져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
다.


When the covenants with Israel reached their climax, the testament began as 
those covenants were fulfilled.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언약)들이 절정에 이르러 그 
계약(언약)들이 완성된 유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Now the covenants gave way to the testament. 이제 계약은 유언으로 바뀝니다.

This was first proclaimed by the Lord at the Supper. 이것은 주님께서 만찬에서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Mat 26: 26,27,28
26.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a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bread) is my body. 
27.  And he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and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ye all of 
it; 
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26:26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6:27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
시라.

26:28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All other versions except the KJV translate verse 28 into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JKV을 제외한 다른 모든 Version은 28절을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언약)이라 옮기고 있습니다. 

However, in the new covenant, the issue arises who the beneficiary is. 그러나 
새 계약(언약)에서는 그 수혜자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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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united Israel, that is, the Israel of the northern kingdom and Judah of 
the southern kingdom, not the Gentiles.  통일된 이스라엘 곧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스라엘이지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PPT> comparison of the new covenant and the new testament 
새언약과 새유언 비교


The beneficiary of the new covenant is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Judah.

새계약(언약)의 수혜자는 분열된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이고

The beneficiary of the new testament is born again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새 유언의 수혜자는 거듭난 전세계의 모든 사람입니다.

As for the fulfilment, though the new testament was fulfilled, the new 
covenant is still to be done in the future.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면 새 유언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새 계약(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ub #5 We Do Break the Bread in Supper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빵을 부숩니다. 


The early Corinthian church members had a supper meeting on the first 
evening after the Sabbath, which is Saturday evening. 초 세기 코린트 교회 성도
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They literally had an evening meal. 말 그대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1 Cor 11:20~26
20.  When ye come together therefore into one place, this is not to eat the Lord's 
supper. 
21.  For in eating every one taketh before other his own supper: and one is hungry, 
and another is drunken. 
22.  What? have ye not houses to eat and to drink in? or despise ye the church of God, 
and shame them that have not? What shall I say to you? shall I praise you in this? I 
praise you not. 

New Covenant(새 계약) New Testament(새 유언)

Party(수혜
자)

Northern Israel and Southern 
Judah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Born Again Christians 
from the Whole World 
(거듭난 모든 세상 사람)

Fulfillmen
t
(성취)

To be Done 
(일어날 일)

Done
(성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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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25.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e, as oft as ye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11:20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11:21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
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11:22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11:23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11: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
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11:25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
셨느니라.

11:26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
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Looking at the various covenants, God makes a covenant by death with the 
person he has chosen. 여러 계약(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정한 상대와 죽음
으로 약정하는 계약(언약)을 맺으며 

In case of a breach of the covenant, the party who breached it shall be liable 
to die. 그 계약(언약)을 위반할 때는 위반한 당사자가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 책임을 져
야 합니다.

 In other words, if God violates the covenant, God should surrender to death. 
즉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죽음으로 책임지고 

If the other party to the covenant breaks it, the other party is liable to die. 상
대방이 어기면 상대방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But God is not the one who violates the covenant.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약을 위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In the end, the other party will break the law, and the other party will have to 
die. 결국 상대방이 위반하게 되고 상대방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However, since God promised to fulfill the terms of the covenant, it is implied 
that God would eventually fulfill the covenant by his death. 하지만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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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으
로 그 계약(언약)을 성취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The new covenant shows in the climax that the only way to fulfill all the 
covenants God made with Israel is through his death. 새계약은 하나님께서 지금
까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계약(언약)을 모두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오직 자신이 
직접 죽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계약입니다.


However, the new covenant is for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that is, the united Israel. 그러나 새계약(언약)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곧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The Gentiles are not included.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 Jesus declared for the first time that his death was a testament that 
included not only Israel but also Gentiles in the Lord’s supper. 그래서 예수님께
서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까지도 포함된 유언이라
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venant, eating the Passover lamb is the last 
supper according to the Mosaic covenant, 계약(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유월절 양
을 먹는 것이 모세의 언약에 따른 최후의 만찬이지만,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it is the first 
supper. 새 유언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 만찬입니다.

God's promise including Gentiles must be of a higher level than the covenant. 
이방인도 포함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계약(언약)보다는 
그 차원이 높아야 합니다.  

That is because the covenant is specific only to Israel not to the Gentiles. 이것
은 계약(언약)이은 이스라엘에게만 특정되어 있고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The scriptures proclaimed the opening of the new testament with this supper. 
그래서 성경기록은 이 만찬으로 새 유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It should be called the First Supper. 따라서 당연히 최초의 만찬이라고 불러야 합니
다.


Here, then, the question arises why it was called the new testament and not 
just the testament. 여기에서 그러면 왜 단지 유언이라 하지 않고 새 유언이라 했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It is because the covenants made with Israel foresaw the eventual culmination 
(at their climax) with the Lord's death,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언약)들이 종
국에는(절정에 이르면) 주님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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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t was consistently presented in many covenants from Abraham under the 
level of the Old Testament. 그 계약(언약)들은 옛 유언이라는 범주아래 아브라함때부
터 일관되게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purpose of many covenants that God made in the Old Testament until the 
death of the Lord on the cross showed the Lord's death as a shadow.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맺으신 여러가지 계약(언약)들은 구 유언으로 주님
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And although the last covenant of the old testament is the new covenant 
(Jer31:31), the new covenant eventually ushered in the testament. 구 유언의 마
지막 계약(언약)이 새계약(언약)(Jer31:31)이지만 그 새계약(언약)이 결국 새 유언의 시
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Israelites must know God’s testament through many covenants. 이스라엘 사람
은 계약(언약)을 통해 유언을 알아야 합니다. 

However, we know the testament directly by the Gospel without any covenant, 
and then we know the covenants leading up to the testament. 그러나 우리는 유
언을 복음을 전해 듣고 먼저 알고 유언이 있기까지의 여러 계약(언약)을 압니다. 


Under the new testament, there needed no other covenants though under the 
name of the old testament there are many covenants. 구 유언에는 많은 계약(언
약)이 있지만 새 유언 아래에서는 이제 다른 계약들은 필요 없습니다. 

That's because the testament is completed in one death. 그것은 유언이 한 번의 
죽음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History was made at the supper. 역사는 저녁 식사 때 이루어졌습니다.

It was made and continues at the Supper with the Lord. 곧 주님과의 만찬에서 이
루어졌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1 Cor 11:24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bread),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11: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
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The Lord wants to have supper personally with each of us. 주님께서 우리 한 사
람 한 사람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I do hope and pray that everyone who hears this message enjoys the Supper 
with the Lord face to face personally.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Let’s turn in Rev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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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3: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It is about time for me to wrap up after summarizing the five kinds of 
breaking.

이제 5가지 breaking(쪼개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 Abraham did break a ram and a heifer 아브라함이 양이나 암송아지를 쪼갰다.  

It was to make the covenant with God.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언약)을 
맺는 다는 것이며 . 

It means to make the covenant is to die cut in two. 계약(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둘로 쪼개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2 Israel did break the covenant with God.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언약)을 
파기했다

They do no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disobey.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 God did break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셨다. 

Either party that breaks the covenant should be cut in two. 계약(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둘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since Israel broke the 
covenant, Israel must die. 즉, 이스라엘이 계약(언약)을 어겼으니 이스라엘이 죽어야 
합니다. 


#4 God did break Himself on the Cross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쪼개지셨습니
다. 

It was to fulfill all his covenants with Israel.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계약(언
약)을 다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In other words, he made the testament to complete the covenants. 즉 계약(언
약)의 완성을 위해 유언을 세우신 것입니다.  

To establish this, the Lord's Supper was instituted and the first supper was 
held.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처음으로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5 We do break the Bread in the Lord’s Supper.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빵을 부
숩니다. 

We do it to remember his death with the new testament. 주님께서 새 유언을 세
우신 죽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May God bless those who joined the Lord’s supper. Amen 하나님께서 주님의 만
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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