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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eparation  

그리스도인의 분리 

 

2 Corinthians 6:14 – 7:1 

고린도후서 6:14 – 7:1 

 

  

 “Be ye not unequally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for what 

fellowship hath righteousness with unrighteousness? and what 

communion hath light with darkness? And what concord hath Christ 

with Belial? or what part hath he that believeth with an infidel? And 

what agreement hath the temple of God with idols? for y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as God hath said, I will dwell in them, and walk in 

them;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6:15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6:16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Wherefore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e ye separate, saith 

the Lord, and touch not the unclean thing; and I will receive you. And 

will be a Father unto you, and ye shall be my sons and daughters, saith 

the Lord Almighty. Having therefore these promises, dearly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6:1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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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slide4) 

Introduction  서론 

 

It has been said that when a new church is started Satan pitches a tent 

outside the church.  새 교회가 시작될 때, 사탄은 교회 밖에 텐트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After some time has passed, Satan takes down his tent and moves inside 

the church.  시간이 좀 지나면, 사탄은 그 텐트를 치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Satan’s goal is to destroy the church and to destroy the Christian’s who 

worship in the church.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Once a person is born again, Satan has lost him forever. Satan begins the 

process of destruction by not emphasizing what the Bible says about 

separation. 어떤 사람이 일단 다시 태어나면, 사탄은 그를 영원이 잃은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리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파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Eventually this doctrine is removed from the church all together.  결국 이 

분리의 교리는 교회에서 제거됩니다. 

 

Separation may remain the church’s Doctrinal Statement but, it is never 

practiced. 분리는 교회의 교리로 문서상으로는 남아있겠지만,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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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hristians cannot remember ever witnessing biblical separation and 

church  discipline.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분리와 교회의 

규율을 언제 실천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As disciples of Christ, we are called to do God’s will; to do good 

works and not to commit sin.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뜻, 즉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This is an impossible task when attempted in the flesh. We express 

holiness by separating ourselves from that which is morally unlike God; 

by setting ourselves apart for God.  이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Separation from that which is evil is indispensable for the Christian who 

wants to walk with God in holiness.   사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eparation is a doctrine taught throughout the Bible, in both Old and New 

Testaments.  분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교리입니다. 

 

God’s people are to be separate from what is evil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For the past fifty years there has been a decline in preaching and 

teaching what Scripture teaches considering  separation.  지난 오십 년 

동안 분리에 대한 성경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쇠퇴해 

왔습니다. 

 

Separation has been replaced by love and forgiveness to the point  that 

many Christians think it is wrong to separate from brothers and s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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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ly living in rebellion against God.  분리는 사랑과 용서에 의해 

대체되어 온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Confrontation of sin is considered “judgmental,” and pastors teach that 

Christians are never to “judge”, only love and forgive.  죄를 반박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일로 여겨지고, 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남을 

결코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This is an example of Satan taking truth and mixing it with false teaching 

which results in the doctrine of men but not the Word of God.   이것이 

진리를 가져다가 거짓 가르침과 섞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교리가 되게 하는 사탄의 일례입니다. 

 

Christians are to separate themselves from four things: (slide 5)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Sin, Christians who openly sin, false religious teachers, and 

from worldliness.   죄,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세상적인 것들 . 

 

We will now examine what the Word of God teaches concerning the born 

again Christian and separation.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과 분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lide 6) 

 

I.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personal sin. (Col. 3:8; 1 Tim. 

5:22; 6:11)   우리는 자신을 개인적인 죄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8; 디모데전서 5:22; 6:11) 

 
 
 “But now ye also put off all these; anger, wrath, malice, blasphemy, 

filthy communication out of your mouth.” (Col.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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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Lay hands suddenly on no man, neither be partaker of other men's sins: 

keep thyself pure.” (1 Tim. 5:22) 

5:22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네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slide 7) 

 

“But th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and follow after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atience, meekness.” (1 Timothy 

6:11) 

6:11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slide 8) 

 

We separate ourselves from personal sin by doing three things. We  

cleanse ourselves from the defilement of sin. (2 Cor.7:1)  우리는 세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써 개인적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1) 

 

“Having therefore these promises, dearly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 

7: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Sin is like cancer, it destroys you from within.   죄는 암과 같습니다,  

안으로부터 우리를 파괴합니다. 

 

On the outside you may appear to be a disciple of Christ. You 

attend every church service. You study the Bible. You tithe and give to 



6 

 

 

missions.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십일조와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You are always talking  about Jesus, but inside you are like a tomb, full 

of evil and corruption. 항상 예수님을 말하지만, 속은 악과 부패로 

가득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Jesus found this condition in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nd rebuked 

them for it. (Matt. 23:27) (slide 9)  예수님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27)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are like unto 

whited sepulchres, which indeed appear beautiful outward, but are within 

full of dead men's bones, and of all uncleanness.” 

23:2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A person with unconfessed sin in his life quenches  and grieves 

the Holy Spirit.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령을 억누르고 근심하게 합니다.   

 

The result is that fellowship with God is broken and the Holy Spirit no 

longer illuminates the Word of God.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This leads to the deception of believing that you are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when in fact, you are interpreting your thoughts and 

ideas as those of God.  이것은 사실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있다고 

잘못 믿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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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not distinguish what is of God and what is of the flesh (sinful  

nature); of what is from the Holy Spirit and what is from an unholy spirit.  

당신은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죄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성령에서 온 것과 거룩하지 않은 영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You must cleanse yourself from the defilement of sin; you must confess it 

to God and get rid of  it. (slide 10)  

당신은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1: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We refuse to submit to sin’s demands. (Rom.6:11-13,)  우리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로마서 6:11-13)   

 (slide 11) 

 

 
 “

Likewise reckon ye also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Let not sin therefore reign in 

your mortal body, that ye should obey it in the lusts thereof.
 
Neither yield 

ye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unto sin: but yield 

yourselves unto God, as those that are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unto God.” (Rom.6:11-13,)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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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We are not to allow sin to reign or control our life. We are to be 

“dead” to sin and “alive” to Christ.  우리는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We are to avoid sinful practices. (Eph.5:11; Col.3:5-6; 1 Thess.4:3-7)  

우리는 죄의 행실을 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11; 골로새서 3:5-6; 

데살로니가전서 4:3-7) 

(slide 12) 

 

“And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rather 

reprove them.” 

엡 5:11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Do not go to places where you know there are ungodly practices. Are 

there ungodly games played in pc bangs? Don’t go there? Are there 

ungodly songs being sung in norebangs to the glory of Satan? Do not go 

there?   

죄가 행해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PC방에서  사람들이 사악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노래방에서 사탄을 찬양하는 사악한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If some place or something does not glorify God, have nothing to do with 

it.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If you consistently practice this in your everyday life, it will change your 

life. It will change you.  만일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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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slide 13) 

 

II.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Christians that openly sin. 

(Matt. 18:15-17; 2 Thess. 3:14-15)  우리는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15-17; 

데살로니가후서 3:14-15)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brothers and sisters who 

knowingly   and unrepentantly sin in violation of a clear biblical precept, 

doctrine, or command. (1  Cor.5:9-11)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교리나 명령을 위반하여, 그것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9-11) 

“I wrote unto you in an epistle not to company with fornicators: Yet not 

altogether with the fornicators of this world, or with the covetous, or 

extortioners, or with idolaters; for then must ye needs go out of the world. 

But now I have written unto you not to keep company, if any man that is 

called a brother be a fornicator, or covetous, or an idolator, or a railer, 

or a drunkard, or an extortioner; with such an one no not to eat.” 

5:9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5: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5:11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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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must be taken to ensure that the brother or sister is knowingly and  

unrepentantly sinning.  그 형제, 자매가 죄를 알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지를 조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We have a duty of praying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openly 

committing sin. (1 John 5:16)   우리는 공공연히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16)  

(slide 14) 

 

“If any man see his brother sin a sin which is not unto death, he shall ask, 

and he shall give him life for them that sin not unto death. There is a sin 

unto death: I do not say that he shall pray for it.”  

5:16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We have a duty to speak with brothers and sisters openly committing sin 

and confront their sin. (Matt.18:15; Gal.6:1)  우리는 공공연히 죄를 

짓는 형제 자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반박하는 말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15; 갈라디아서 6:1)) (slide 15) 

“Moreover if thy brother shall trespass against thee, go and tell him his 

fault between thee and him alone: if he shall hear thee, thou hast gained 

thy brother.” 

18:15 ¶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If, after prayer and confrontation of open sin, the believer 

continues in the sin, we are not to associate with them in any way. (2 

Thess. 3:6, 14) 

만일 기도와 반박의 말이 있은 후, 그 신자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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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6)  
 

“Now we command you, brethren,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e withdraw yourselves from every brother that walketh disorderly, 

and not after the tradition which he received of us…And if any man obey 

not our word by this epistle, note that man, and have no company with 

him, that he may be ashamed.” 

3:6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3:14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We are not to consider them enemies, but continue to seek their 

restoration to fellowship with God’s people. ( 2 Thess. 3:15)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간의 교제의 회복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15)   (slide 17) 

 

“Yet count him not as an enemy, but admonish him as a brother.” 

3:15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When a sinning brother or sister repents, they are to be restored to 

fellowship immediately.  (2 Cor. 2:5-11)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가 

회개할 때는, 즉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5-11) 

 

There is to be no holding of their previous sin against them. 그들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들을 적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slide 18) 

 

III.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false religious teachers. 

(Rom.16:17-18; 1 Tim. 6:3-5; 2 Tim. 3:1-5; Titus 3:9-11; 2 Jn. 10-11) 

우리는 거짓 종교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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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8; 디모데전서 6:3-5; 디모데후서 3:1-5; 디도서 3:9-11; 

요한이서  1:10-11) 

  

False teachers reject the clear teaching of the Word of God. False 

Teachers substitute their teaching for the teaching of Scripture. (Mk.7:5-

15)  

거짓 교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바꿉니다. (마가복음 7:5-15)  

(slide 19)  
 

“Then the Pharisees and scribes asked him, Why walk not thy disciples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but eat bread with unwashen 

hands?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Well hath Esaias prophesied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ureth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Howbeit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For laying aside the 

commandment of God, ye hold the tradition of men, as the washing of 

pots and cups: and many other such like things ye do. And he said unto 

them, Full well ye reject the commandment of God, that ye may keep 

your own tradition. For Moses said,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Whoso curseth father or mother, let him die the death:
 
But ye say, If 

a man shall say to his father or mother, It is Corban, that is to say, a gift, 

by whatsoever thou mightest be profited by me; he shall be free.
 
And ye 

suffer him no more to do ought for his father or his mother; Making the 

word of God of none effect through your tradition, which ye have 

delivered: and many such like things do ye. And when he had called all 

the people unto him, he said unto them, Hearken unto me every one of 

you, and understand: There is nothing from without a man, that entering 

into him can defile him: but the things which come out of him, those are 

they that defile the man.” 

7: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7:6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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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7:8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7:9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7:10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7: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7:12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7:13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7:14 ¶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7:15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False teachers substitute their philosophy and traditions of men 

for the Word of God. (Col.2:8)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철학과 인간의 전통으로 바꿉니다. (골로새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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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teaches that we must identify false teachers. (Rom.16:17)  

성경은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6:17)   (slide 20)  

 

“Now I beseech you, brethren, mark them which cause divisions 

and offences contrary to the doctrine which ye have learned; and avoid 

them.” 

16: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The Greek word translated avoid (ekklino) means to shun; to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   Avoid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하다; 아무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False teachers may be identified by their fruit  (Matt.7:15-20) and by 

their  

ministry (Titus 1:16; 2 Peter 2)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열매(마태복음 

7:15-20)와 그들의 사역(디도서 1:16; 베드로후서 2)으로 알 수 

있습니다. 

 

We can also recognize false teachers by what they say and by what they 

do not say about Scripture, God, Jesus, the Holy Spirit, and  salvation.  

우리는 성경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Contrary to their often outward holy appearance false teachers, like their 

master, Satan, live unholy lives (2 Peter 2:1-3, 10-22), use deceptive 

methods (2 Cor.11:14-15), serve selfish interests (Phil.3:19), and cause 

dissention and divisiveness (Rom.16:17) among the Lord’s people.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과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주인 사탄처럼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며(베드로후서 2:1-3, 10-22), 속이는 방법들을 

사용하고(고린도후서 11:14-15),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며(빌립보서 

3:19), 주의 백성 가운데 불화와 분열을(로마서 16:17)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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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s are to avoid false teachers. (Rom.16:17c; 1 Tim.6:5)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을 피해야 합니다 (로마서 16:17c; 

디모데전서 6:5) 

 

When we recognize false teachers we are to turn away from them! (2 

Tim.3:5)   거짓 교사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5) 

 

When false teachers attempt to teach false doctrine in the church, they 

must be rejected and ejected from the church. (Titus 3:9-11)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들은 거부되고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9-11) 

 

To accept false teachers is to share in their evil deeds.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When false teachers have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church, 

we are to  leave that church and unite with a church where the pure 

Word of God is taught. (2 Cor.6:17) 대다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떠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와 연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17)  

 

Finally, we must warn others against false teachers. (Acts 20:28-31)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28-31) 

 

(slide 21) 

 

 

IV.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the world. (1 Jn.2:15)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15) 

 

The Greek word translated world (kosmos) has several meanings in 

the New Testament. The meaning is determined by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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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코스모스)는 신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In John 17:5 world means the total of what has been created. In John 9:5 

world means the earth. In John 3:16 and John 12:19 world means 

mankind. 요한복음 17:5절의 세상은 창조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5절의 세상은 지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3:16절과 

요한복음 12:19절의 세상은 인류를 뜻합니다. 

 

In 1 John 2:15 world means the world system. It is the world system that 

Christians must separate from. 요한일서 2:15절의 세상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분리해야 하는 세상의 체계를 

말합니다. 

 

The world system includes the total society, culture, activity, and 

philosophy of unsaved mankind. All cultures are secular and are against 

God.  세상의 체계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총체적인 사회, 문화, 

활동과 철학을 포함합니다. 모든 문화는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It is the Word of God that must change culture, not culture changing  

the Word of God.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The current consensus of postmodern theology finds, “there is currently 

no consensus on how the gospel is to be discerned or what constitutes its 

content.”   

“복음이 어떻게 식별되고, 무엇이 그 내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 현대 신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Yu, “Towards a Glocal Faith: Engaging in Contextualization that is 

Ground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Scripture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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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disturbing conclusion stated in a 2010 seminary thesis. 

Christians are to separate from the world system.  이것이 한 2010년 

신학 논문의 불편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The world system is headed by Satan, its god (Jn.12:31; 14:30; 

16:11).  세상 시스템은 그들의 신, 사탄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31; 14:30; 16:11) 

 

Its works are evil (Jn.7:7) and it is condemned by God (Jn.12:31; 1 

Jn.2:17).  세상의 일은 사악하고(요한복음 7:7) 하나님에 의해 정죄 

받았습니다.(요한복음 12:31; 요한일서 2:17)  

 

It cannot meet man’s spiritual needs. (1 Cor.1:21)  그것은 인간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1) 

 

Saved Christians are no longer to be a part of this system. (Jn.15:19; 

Col.1:13)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 체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19; 골로새서 1:13) 

 

Christians are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world’s hostility (Jn.15:18) 

and its evil influence (1 Jn.2:16)  그리스도인은 끈임 없이 세상의 

적대(요한복음 15:18)와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요한일서 2:16)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We cannot compromise with the world and remain loyal to Jesus. To do 

so is to become a spiritual adulterer and an enemy of God. (Ja.4:4)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께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부패자이며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4)  

 

We are however, not to separate ourselves from unsaved people. 

(Jn.17:18; Mk.16:15)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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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18; 마가복음 

16:15) 

 

To do so would prevent our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Matt.28:18-

20)   

그렇게 하면 대위임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8-20) 

 

Jesus mixed freely with the unsaved (Lk.7:36; 11:47), yet Jesus did not 

approve of their sin (Heb.7:26;  1 Pet.2:22) or participate in their sin.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함께 있었지만 (누가복음 

7:36; 11:47), 그들의 죄를 용인하지 않았고(히브리서 7:26; 베드로전서 

2:22),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The Christian should avoid any association that would 

compromise  our commitment to the Lord or hinder doing His will. (2 

Cor.6:14-17)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방해하려는 어떤 연합체와의 관계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14-17) 

 

Do not associate with people who would lead you into sin. (1 Cor.15:33)  

당신을 죄로 이끄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33) 

 

Do not be controlled by the world’s amoral or immoral things.  (1 

Cor.6:12)   

세상의 비도덕적, 부도덕적 일들에 의해 좌우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12) 

 

Always remember, that to permit anything to come between us and God 

is sin.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죄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Do all to the glory of God! (1 Cor.10:31)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worldliness.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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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0:31)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Worldliness is a lifestyle that results from an improper relation or 

attitude toward the world or the things of the world. A worldly person is 

one who is dominated or controlled by the thinking or practices of the 

world. (Rom.12:2)  세상적이라 함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 

그릇된 관계나 태도에서 비롯되는 생활양식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의해 지배되거나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2) 

 

A worldly person loves the world or the things of the world with a love 

that is owed to God alone. (1 Jn.2:15)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15) 

 

Loving the world with the love we owe God is spiritual adultery 

(Ja.4:4) and opens our lives to domination and control by the world 

(Rom.12:2) and the god of this world.  하나님께 드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야고보서 4:4)이며 우리의 삶을 세상과 이 

세상의 신에 의해 지배되도록(로마서 12:2) 하는 것입니다. 

 

A worldly Christian is characterized by the fads, attitudes, opinions, goals, 

and philosophies of the world system.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행, 행태, 의견, 목표, 철학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The Christian is to separate from this system and consider himself dead 

to the world and the things of the world and alive to the Lord Jesus! 

(Gal.2:20; 6:14; Col.2:20-3-17)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며, 자신을 세상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죽고 주 

예수님에 대해 산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20; 6:14; 

골로새서 2:20-3-17) 

 

(slid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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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결론 

 

Born again believers in Jesus are called to do God’s will. We are to 

separate ourselves from: sin, openly sinning Christians, false teachers, 

and from worldliness.  다시 태어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공공연히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If we do not separate ourselves from evil, we approve of the evil and we 

sin. (2 Jn.10-11)  만일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면, 

악을 승인하는 것이고, 우리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0-11) 

 

It is my prayer that we will seriously listen to what the Holy Spirit 

has written and,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e separate.” (2 

Cor.6:17a)  우리가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심각하게 듣고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고린도후서 6:17a)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AMEN! 

 

 

Personal Application  개인적  적용 

 

Are you separated from the world?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Do you love the world?  당신은 세상을 사랑합니까?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between you and the LORD?  당신과 

주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If there is, are you willing to give it up NOW?  있다면, 지금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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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초청 

 

Do you know Jesus, or do you just know about Him?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에 대해 들어 알고 

있습니까? 

 

There are many gospel messages preached today. Which one did 

you believe? 오늘날 정말 많은 복음 설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There is only ONE GOSPEL.  오직 한 복음만이 있습니다.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Jesus for the forgiveness of 

sin.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The only reason to repent and ask Jesus to be your Savior is the 

desire to be forgiven of the sin that separates you from God and be 

returned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바램 

때문입니다. 

 

All have sinned and done that which displeases Go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All are separated from God apart from the forgiveness found in 

Jesus who took your place and paid your penalty for sinning against a 

Holy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을 

대신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If you accepted Jesus because you were sorry for your sin, because 

you wanted to be healed of some illness, or for ANY reason o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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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faith in Jesus to forgive your sin and restore your relationship with 

God, you believed another Gospel.  만일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 지은 죄가 미안해서 혹은 질병을 치유 받고 싶어서 –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른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Many accept Jesus to avoid going to Hell.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If you accept Jesus because you are afraid of going to Hell, you are 

still going to Hell.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여전히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r only reason for accepting Jesus as Savior is because you want 

to be forgiven of the sin that separates you from God and restored to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유일한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That is the only reason that produces saving faith.  그것이 살리는 

믿음을 낳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Do you know Jesus or Just know about Him?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