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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안

  로마서 16장 3-16절 말씀

①브리스가 ②아굴라

0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0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0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③에배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④마리아

0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⑤안드로니고 ⑥유니아

0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⑦암블리아

0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⑧우르바노 ⑨스다구

0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⑩아벨레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⑪아리스도불로의 권속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⑫헤로디온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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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나깃수의 가족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⑭드루배나 ⑮드루보사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⑯버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⑰루포 ⑱그의 어머니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⑲아순그리도 ⑳블레곤 ㉑허메 ㉒바드로바 ㉓허마 ㉔형제들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㉕빌롤로고 ㉖율리아 ㉗네레오 ㉘그의 자매 ㉙올름바 ㉚성도들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 문안하느니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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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면과 축복 

  로마서 16장 17-20절 말씀

권면(경고)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축복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