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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The Fellowship of the Saint

■ 오늘의 본문말씀 : 에베소서 5:29-30
『Ephesians 5:29-30』 29 For no man ever yet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th and cherisheth it, even as the Lord
the church: 30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에베소서 5:29-30』 29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Slide Title Chart>
Who is the church? Or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누구인가? 혹은 교회는 무엇인가?
『1 Corinthians 1:2a』 2 Un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고린도전서 1:2a』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The epistle, or letter, of 1 Corinthians wa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o the church of God in the city

of Corinth. 고린도 전서는 코린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 Cor 1:2a describes to us that the church is those that are made hol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고전

1:2전반부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In other words, the Church is the Saints.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입니다.
『Hebrews 3:6』 6 But Christ as a son over his own house; whose house are we, if we hold fast the confidence and

the rejoicing of the hope firm unto the end.
『히브리서 3:6』 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The saints are the house of God, in which Christ is over God’s own house as the Son of God.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립니다.
We are his house in which God lives as long as we, saints, hold fast and endure in the faith that has been

given to us. 우리성도들이우리에게주어진믿음을굳게붙잡고믿음으로인내하면우리가하나님께서사시는
그분의 집입니다.

<Slide Chart>
The English meaning of the word church is as such; “The house of the Lord” 영어의교회라는의미는주님의
집이고

In Greek, the word “ekklesia” means “church”, which translates to “the people called out of the world.”
그리스어에서는 에끌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The meaning of the Greek word “ekklesia” is conveyed very well in 1 Pet 2:9 그리스어 에끌레시아는
베드로전서 2:9에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1 Peter 2:9』 9 But ye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n holy nation, a peculiar people; that ye

should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lous light:
『베드로전서 2:9』 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 Corinthians 3:16-17』 16 Know ye not that ye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dwelleth in

you? 17 If any man defile the temple of God, him shall God destroy; for the temple of God is holy, which [temple] ye are.
『고린도전서 3:16-17』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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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combine these two verses, 1 Pet 2:9 and 1 Cor 3:16,17, we find the church is made up of a very
special people, who are called out of the darkness of the world to become a holy house in which God lives,
the saints become the temple of God, in which he dwells. 우리가 이 두 구절 (벧전2:9과 고전 3:16,17)을
결합시키면,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매우 특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사시는거룩한집이되며, 성도들이하나님의성전이되어하나님께서그안에거주하는곳입니다.
『John 2:19-22』 19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20

Then said the Jews, Forty and six years was this temple in building, and wilt thou rear it up in three days? 21 But he
spake of the temple of his body. 22 When therefore he was risen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unto them;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which Jesus had said.
『요한복음 2:19-22』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세우리라, 하시니 20 이에유대인들이이르되, 이성전을짓는데사십육년이걸렸거늘네가그것을사흘
안에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그분께서는성전인자기몸을가리켜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In verse 19-21, Jesus refers to his body as the temple, itwasn’t until after the resurrection that themeaning
of this was made clear to his disciples. 19-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들은 비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I hope the following chart helps you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여러분이 다음 도표를 보고 위에서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Slide Chart>
Church = Saints = His Temple = His Body

We know our body very well, as we spend every day in it. 우리는우리몸을매우잘압니다. 우리가매일
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The very intimate knowledge we have of our body, will help us achie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urch. I think the purpose of God to create man in the form of the body is eventually to let us know the
church. 우리가 우리 몸을 친숙하게 잘 아는 것은 교회를 더 잘 아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의 형태로 만든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Let’s start with “The Church is His Body”. 이제 몸으로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Slide Title Chart>
The Church is His Body
『1 Corinthians 12:12-13』 12 For as the body is one, and hath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at one

body, being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 13 For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we
be] Jews or Gentiles, whether [we be] bond or free; and have been all made to drink into one Spirit.
『고린도전서 12:12-13』 12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
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Every saint that has been called out of darkness belongs to the Body of Christ, regardless of their current
earthly position. 모든 성도는 어두움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현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Holy Spirit, which unites all believers.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Whether their position in society is high or low, his income is good or bad, which country or race he is
from,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느냐 낮느냐, 벌이가 좋으냐 나쁘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인종이냐

if he is from a rich country or a poor country, if he is from a democratic country or he is from socialist
country,잘사는 나라 사람이냐 가난한 나라 사람이냐 민주적 절차 국가 사람이냐 사회주의 국가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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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he is white, yellow or black, if he has a lot of diplomas on the wall or not, 백인이냐 유색인종이냐
흑인이냐, 가방 끈이 기냐 짧냐

none of these things are considered when joining the body of Christ. 이모든것은그리스도의몸에참여
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We Saints all baptized or immersed into one body so we are called Baptist regardless of our background.
우리성도들은한몸에잠기게되었는데우리의과거배경에상관없이그래서우리가침례주의자라불러집니다.
『1 Corinthians 12:14-16』 14 For the body is not one member, but many. 15 If the foot shall say, Because I am not

the hand, I am not of the body; is it therefore not of the body? 16 And if the ear shall say, Because I am not the eye, I am
not of the body; is it therefore not of the body?
『고린도전서 12:14-16』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16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I ask my brothers. 형제들에게 질문합니다. What is your answer? 대답하기 바랍니다.
If you are the foot not the hand, does it make you not a part of the body? Please answer. 여러분이 손이

아니라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까?
Now this is sisters’ turn. If you are the ear not the eye, so you don’t belong to the body? 이제 자매들이

대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아니라 귀이기에 여러분이 몸에 속하지 않게 됩니까?
『1 Corinthians 12:17-18』 17 If the whole body [were] an eye, where [were] the hearing? If the whole [were] hearing,

where [were] the smelling? 18 But now hath God set the members every one of them in the body, as it hath pleased him.
『고린도전서 12:17-18』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It is God who has designed our body perfectly. 우리 몸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Without flaw placing and designing every organ. 아무 결점도 없이 모든 몸기관을 설계하고 제 위치에

두었습니다.
Giving us lungs to breath, hands to work with, a brain to think with, and a tongue to talk with. 우리에게

숨쉬는 폐와 일을 하는 손과 생각하는 뇌와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셨습니다.
『1 Corinthians 12:19-20』 19 And if they were all one member, where [were] the body? 20 But now [are they] many

members, yet but one body.
『고린도전서 12:19-20』 19 만일그것들이다한지체라면몸은어디있느냐? 20 그러나이제그것들이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There aremany different components to the body, yet life is only possible if all of these components work

together in harmony as oneness in the body. 입 몸에는 많은 다른 구성요소가 있지만 생명이란 단지 이 모든
구성요소가 몸안에서 조화롭게 하나 되어 일 할 때 만 가능합니다.
『1 Corinthians 12:21-22』 21 And the eye cannot say unto the hand, I have no need of thee: nor again the head

to the feet, I have no need of you. 22 Nay, much more those members of the body, which seem to be more feeble, are
necessary:
『고린도전서 12:21-22』 21 눈이손에게이르기를, 나는 네가필요없다, 하지 못하며또머리가발에게이르

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Even the most lowly parts of our body are necessary for everyday life, every toe plays its part in balance

and walking.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구성요소라도 매일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가락 하나도 균형을
잡고 걷는데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Every finger when working. Walking is only done with two legs. 손가락도일하는데필요하고걷는것도
두 다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1 Corinthians 12:23』 23 And those [members] of the body, which we think to be less honourable, upon these we

bestow more abundant honour; and our uncomely [parts] have more abundant comeliness.
『고린도전서 12:23』 23 또한우리가덜귀한것으로여기는몸의그지체들곧이것들에게우리가귀한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Why do women paint their fingernails with nail polish? 왜 여자들이 자기 손톱에 메니큐를 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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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ant to adorn even their lesser parts with honor. 자신에게 덜 멋져 보이는 부분에 멋있게 보이는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This will help us understand this verse further.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이구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Corinthians 12:24-25』 24 For our comely [parts] have no need: but God hath tempered the body together, having

given more abundant honour to that [part] which lacked: 25 That there should be no schism in the body; but [that]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care one for another.
『고린도전서 12:24-25』 24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25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In order to take diligent care of our body, we saints have to have fellowship with each other, as we are
all parts of the body of Christ, which is the Church. 그리스도의 몸을 부지런히 돌보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서로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부분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It is by God’s will and intelligent design that he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the body of Christ everyday
through our own body, giving honor to the inferior parts that lacks without no division in the Church. 일
상을 사는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적인 계획으로 교회에서 부족한 지체들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Ignoring even the smallest cut in our body can lead to life threatening infection. 아주 조그만 몸의 상처
라도 잘못 무시하면 생명에 위협적인 감염을 가져올 수 있고

Ignoring the unseemly blemish can lead to severe illness. . 지나칠 수 있는 흠이 심각한 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All the church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care one for another. 모든 교회 지체들은 서로서로에게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Corinthians 12:26-27』 26 And whether one member suffer, all the members suffer with it; or one member be

honoured, all the members rejoice with it. 27 Now ye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 particular.
『고린도전서 12:26-27』 26 한지체가고통을받으면모든지체가그것과함께고통을받고한지체가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27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Ephesians 4:1-2』 1 I therefore, the prisoner of the Lord, beseech you that ye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ye are called, 2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with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in love;
『에베소서 4:1-2』 1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2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In Eph 4:1, Paul was in prison as he preached the Gospel to the Greeks and the Romans. 바울은 그리스

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He was restricted from doing anything while as a prisoner, but he regarded himself as ‘the prisoner of

the Lord’ because of his desire to submit every aspect of his life unto God, even prisonership. 그는수감자로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자신을 “주님께 수감된 자”로 여겼는데 그 까닭은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수감자의 신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He described himself as ‘the prisoner of the Lord’ instead of ‘the prisoner of Rome.” 그래서그는 “로마에
수감된 자” 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께 수감된 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What kind of prisonerwould you like to be called? ‘The prisoner of the lust of thisworld’ or ‘the prisoner
of His Grace’ like Paul? 여러분은어떻게불리기를바랍니까? “세상의욕망가운데수감된자” 아니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감된 자”
『Ephesians 4:3-5』 3 Endeavou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4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even as ye are called in one hope of your calling; 5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에베소서 4:3-5』 3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5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We have to stick to and keep the same body, the same Spirit, the same hope, the same Lord, the same

Faith, the same Baptism that the apostles taught and passed over to us even unto today. 우리가 하나로 연
합해서 지켜야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사도들이 가르쳐 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몸, 같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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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망,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침례로 사도들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Ephesians 4:6-7』 6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7 But unto

every one of us is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에베소서 4:6-7』 6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7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Ephesians 4:11-12』 11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12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에베소서 4:11-12』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All the diverse gifts endowed to the saints are for edification of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모든 다양한 성도들에게 부여된 선물 즉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All the diverse gifts endowed to the saints is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Ephesians 4:13』 13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a perfect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ness of Christ:
『에베소서 4:13』 13 마침내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Ephesians 4:14』 14 That we [henceforth] be no mor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sleight of men, [and] cunning craftiness, whereby they lie in wait to deceive;
『에베소서 4:14』 14 그목적은우리가이제부터더이상어린아이가되지아니하여사람들의속임수와몰래

숨어서속이려하는자들이사용하는간교한술수로말미암아온갖교리의바람에이리저리흔들려밀려다니지
아니하고
『Ephesians 4:15』 15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에베소서 4:15』 15 오직사랑안에서진리를말하며모든일에서그분안에이르도록성장하게하려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Ephesians 4:16』 16 From whom the whole body fitly joined together and compacted by that which every joint

supplieth, according to the effectual working in the measure of every part, maketh increase of the body unto the edifying
of itself in love.
『에베소서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Ephesians 5:29-30』 29 For no man ever yet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th and cherisheth it, even as the

Lord the church: 30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에베소서 5:29-30』 29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Colossians 2:19』 19 And not holding the Head, from which all the body by joints and bands having nourishment

ministered, and knit together, increaseth with the increase of God.
『골로새서 2:19』 19 머리를붙들지아니하느니라. 그러나이머리로부터온몸이마디와힘줄에의해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Colossians 3:10-11』 10 And have put on the new [man],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that created him: 11 Where there is neither Greek nor Jew,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Barbarian, Scythian, bond
[nor] free: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골로새서 3:10-11』 10 새사람을입었나니이새사람은그를창조하신분의형상을따라지식에서새로워진

자니라. 11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Barbarians were initially referred to as uncivilized people who were from out of town or didn’t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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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바바리안 이란 말은 원래 그리스말을 할 줄 모르며 도시에 살지 않은 미개한 사람들을 가르켰습니다.
Later they referred to most people groups that weren’t Greco-Roman as barbarians.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을 바바리안이라 했습니다. Scythians were an ancient nomadic
people of Eurasia, inhabiting the region Scythia. 스키티아 인은 유라시아에 사는 유목민족으로 스키티아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They are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of Iranian origin. 그들의 조상은 이란 계통이라 알려졌습니다.
They spoke a language of the Scythian branch of the Iranian languages and practiced a variant of ancient

Iran religion. 스키티아 인은 이란어 갈래에서 나온 말을 하고 고대 이란 종교에서 나온 다양한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Whether we were Barbarians or Scythians before joining the body of Christ, it doesn’t matter at all .
우리가 주님의 몸에 들어오기 전 과거에 바바리인이였던 스키티아 인이였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What matters is that we have put on the new man,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God as a
member of the church. 중요한 것은 새사람이 되어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태어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 Corinthians 5:16-17』 16 Wherefore henceforth know we no man after the flesh: yea,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fter the flesh, yet now henceforth know we [him] no more. 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고린도후서 5:16-17』 16 그러므로이제부터는우리가아무도육신을따라알지아니하노니참으로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 Corinthians 1:26』 26 For ye see your calling, brethren, how that not many wise men after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are called]:
『고린도전서 1:26』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 Corinthians 1:27』 27 But God hath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confound the wise; and God hath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confound the things which are mighty;
『고린도전서 1:27』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1 Corinthians 1:28-29』 28 And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ings which are despised, hath God chosen, [yea],

and things which are not, to bring to nought things that are: 29 That no flesh should glory in his presence.
『고린도전서 1:28-29』 28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참으로없는것들을택하셨나니 29 이것은어떤육체도자신앞에서자랑하지못하게하려하심이라.
『1 Corinthians 1:30-31』 30 But of him are ye in Christ Jesus, who of God is made unto us wisdom, and righ-

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31 That, according as it is written, He that glorieth, let him glory in the
Lord.
『고린도전서 1:30-31』 30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에게서 나사우리에게지혜와의와성별과구속이되셨으니 31 이것은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
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Slide Chart>
Church 교회(가르칠교): 주님의 교리가 가르쳐지는 모임
교회(사귈교):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임
『Colossians 3:12-13』 12 Put on therefore, as the elect of God, holy and beloved, bowels of mercies, kindness,

humbleness of mind, meekness, longsuffering; 13 Forbearing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if any man have a
quarrel against any: even as Christ forgave you, so also [do] ye.
『골로새서 3:12-13』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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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ssians 3:14-15』 14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15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the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ye thankful.
『골로새서 3:14-15』 14 이모든것위에사랑을입으라. 사랑은완전하게매는띠니라. 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Colossians 3:16』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골로새서 3:16』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Colossians 3:17』 17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by him.
『골로새서 3:17』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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