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내려온생명의떡, 예수그리스도

요한복음 6:30-59



요한복음 6:48-59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48-59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48-59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REFORMED CHURCH MUST BE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1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십시오!



#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십시오!

6:30-31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6: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십시오!

6:41-42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51-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십시오!

6:41-42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51-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1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역대하 34: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여호와께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2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46-47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1. 믿는 자들의 안전 (구원의 확증)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1. 믿는 자들의 안전 (구원의 확증)

로마서 8장 34-35, 38-39

•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 믿는 자들의 생명 - 영원한 하나님 나라안에서 영생

35절 후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2. 믿는 자들의 운명 - 영원한 하나님 나라안에서 영생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6-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3. 믿는 자들의 Identity 신원의 변화



3. 믿는 자들의 Identity 신원의 변화

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3 오병이어 기적은 유월절 만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3 오병이어 기적을 통한 유월절 만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복을 누리세요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첫번째,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 시편 128:2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 히브리서 5: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세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2:1-2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