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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방언-예언>(1)

0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0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0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0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0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6-13절 말씀

<방언-예언>(2)

0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07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0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0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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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4장 14-19절 말씀

<방언-예언>(3)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0-25절 말씀

<방언-예언>(4)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