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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강해설교 #2



11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1 Corinthians 3 고린도전서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Opening prayer

Oh our righteous Father in heaven 

We always thank you, even in affliction,  

for the joy that is set before us.  

The church today in Korea, in the U.S., or everywhere,  

is losing its light, and the power of God. 

 Oh God, help us be the light and  magnify you in this world. 

We pray in Jesus’ name, Amen



Jesus expounded the Scriptures

• Luke 24:32  And they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 Cleopas+ 
unknown] said one to another, Did not our heart burn within us…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 누가복음 24: 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
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Last time, I expound the scriptures, but your heart did not burn 
within you, I am afraid. Something is wrong…………… with me!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렸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What does the Korean church have to do with the Corinthian church?

8,558 kms aways, 2,000 years ago

한국 교회가 그 옛날의,  8558km나 떨어진 고린도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The Corinthian Church was full of baby, carnal Christians!

The same things are happening, here, now!

고린도교회는 갓난아기와 같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That's why  
you need 

the Wednesday  
Bible Study!

What about you?

Where are you?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Brethren, be not children in understanding: howbeit in malice be ye children, but in understanding be men. 1 Corinthians 14:20

Eph 6:16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wherewith ye shall be able to quench all the fiery darts of the wicked. Eph 6:18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and watching thereunto 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saints; 



What is the life? 
Beat on, against the current!  

Otherwise, you go down. 

There is no 'stay'. 

Christian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며, 쓸려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1 Corinthians : 16 chapters
• Chap 1: Against contentions, Wherein to 

glory  

• Chap 2: God's wisdom


• Chap 3: Paul plants 


• Chap 4: God's ministers


• Chap 5: Old leaven


• Chap 6: Going to law


• Chap 7: Our price of marriage and virginity


• Chap 8: Our price of offending our brethren

2 Corinthians : 13 chapters

• Chap 9: True ministers, Run to obtain


• Chap 10: One bread, one body


• Chap 11: Women covered, Christ’s Supper


• Chap 12: Spiritual gifts 


• Chap 13: Charity praised


• Chap 14: Of prophesying, Strange tongues 
and interpretation


• Chap 15: Christ is risen. The resurrection is 
proved.


• Chap 16: Our victory, Stand in faith



The Corinthian Church – The Problem !
Problem #1 (Chap 1): Division, No Unity 

10…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e be perfectly joined together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2 Corinthians 11:3  …as the serpent beguiled Eve through his subtilty, so your 
minds should be corrupted from the simplicity that is in Christ.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
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었노라.

The cause of the division — Satan: Divide & Conquer

Things complicated are often wrong - keep it simple!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문제점 #1: 분열, 단합되지 않음

- 분열의 원인 — 사탄: 나누어 정복하기

일이 복잡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음 — 단순하게 하세요! 



Problem #2 (Chap 2): Wrong standing 

They exalted the wisdom of men over the wisdom of God, though the 
wisdom of this world, or the wisdom of the princes of this 
world comes to nought. (v6)  

고린도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 세상의 지
혜도,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다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Paul warns, That your faith should not stand in the wisdom of men, but in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2:5)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
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라.

The Corinthian Church – The Problem !

문제점 #2: 잘못된 것 위에 서 있음.




Problem #3 (Chap 3): Following men, not God 

They followed God’s ministers (Paul, Apollos, Peter), not walking in 
the Lord Jesus’ steps. We follow the example of godly men, only if 
they lead us in the right way of Jesus Christ. We obey God, not men. 
Our foundation is Jesus Christ. 

3:11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The Corinthian Church – The Problem !

문제점 #3: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름

그들은 주 예수님을 따라 걷지 않고,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만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HAP 1, 31 verses 
 Against contentions, Glory in the Lord

After his salutation, and thanksgiving, 10 he exhorts them to unity, 
and 12 reproves their dissensions. 18 God destroys the wisdom of 
the wise, 21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and 26 calls not the 
wise, mighty, and noble, but 27. 28 the foolish, weak, and men of no 
name. 31 Let him glory in the Lord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안에서 하나가 되야지, 분열하면 안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하나
님은, 똑똑한 자, 힘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안 똑똑하고, 약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구원하십니다 - 이것이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이런 주님을 자랑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다투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There were divisions, contentions among them. And there 
were four major parties - Paul, Apollos, Peter, Christ.

1 Corinthians 1: 고린도전서

12 Now this I say, that every one of you saith, I am of Paul; and 
I of Apollos; and I of Cephas; and I of Christ.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
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We know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brought to 
desolation; and a house divided against a house falleth. (Luke 11:17).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들 가운데 분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파당이 있었습니다 —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Benjamin Franklin (1754)

Divide and Rule

Unite�&�Live 
Divide�&�Die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다.


벤자민 프랭클린

나누어 통지한다.



Paul's main business is preaching the gospel, 
not baptizing.

1 Corinthians 1: 고린도전서

17 For Christ sent me not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with 
wisdom of words, lest the cross of Christ should be made of none effect. 
그리스도께서 침례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What is IIBC’s main business?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침례가 아닙니다.


IIBC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0년 IIBC 주제


가라

복음을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라

성경을 가르치라



The Great Commission on IIBC 
2021

Preach the Gospel!! 
Teach the Bible!!

IIBC에 주어진 대위임명령


복음을 선포하라!!

성경을 가르치라!!



The Gospel, 1 Corinthians 15
3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
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노라. 

13  But if there be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is Christ not risen: 만
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19  If in this life only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of all men most 
miserable.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
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We will rise again! 
That's why the Gospel is, Good News, 복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That's why we can confidently shout, 

O death, where is thy sting? 
O grave, where is thy victory?

1 Corinthians 15:55  

And all the days that Adam lived were nine hundred and thirty years: and he died. 
- Genesis 5:5 -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5:5)



We preach the Gospel, the Cross, Christ crucified on the cross. 
Foolish? No! It's the power of God!

1 Corinthians 1:18 고린도전서

18 For the preaching of the cross is to them that perish 
foolishness; but unto us which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Romans 1: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 one that believeth; 내가 그리스
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
능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복음, 십자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어리석다구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  
나는 사랑하네 

나의 승리의 트로피를  
내려 놓을 때까지 

그 험한 십자가, 
나는 꼭 붙들겠네 

그리고, 그 날에 왕관과 
바꾸겠네



Why has God chosen you? because you are foolish, weak, base, 
despised…………………………………………..nothing.

1 Corinthians 1: 고린도전서

27 But God hath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confound the wise; 
…the weak things 28 And base things…and things which are despised…and 
things which are not, to bring to nought things that are: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약한 것들을 택하셨노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노라.

1:26 …not many wise men after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are called 똑똑한 자, 힘센 자, 고상한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So we need to glory in the Lord, because we were chosen, not 
by our wisdom, but by His mercy and grace.

1 Corinthians 1: 고린도전서

31 That, according as it is written [in Jeremiah], He that glorieth, 
let him glory in the Lord.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Jeremiah 9:23  Thus saith the LORD, Let not the wise man glory in 
his wisdom, neither let the mighty man glory in his might, let not 
the rich man glory in his riches: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Boast not thyself of your BBB (brain, beauty, bucks).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BBB(두뇌, 아름다움,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CHAP 2, 16 verses 
God’s wisdom

He [Paul] declares that his preaching, 1 though it brings not 
excellency of speech, or of 4 human wisdom: yet consists in the 4. 
5 power of God: and so far excels 6 the wisdom of this world, and 9 
human sense, as that 14 the natural man cannot understand it. 

바울은 외칩니다 -- 나의 복음전파는 말솜씨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요, 오
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인간 감각
과 자연인 (불신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고전 2장, 16절

하나님의 지혜



Paul came to the Corinthian church, not with man's wisdom, but with 
God's power - he was not selling the gospel with sugary words. 

1 Corinthians 2:4 고린도전서

4 And my speech and my preaching was not with enticing 
[persuasive] words of man's wisdom, but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
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고린도교회에 왔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복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Watch out, prosperity gospel, health and wealth gospel, gospel of success 
saying, Rich and famous you will be – that's the will of God. 

Galatians 1: 갈라디아서

Psalms 23:4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
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가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8 But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
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We are now going through the valley of Corona virus

조심하세요.  번영복음, 건강과 재물복음, 부유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공복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The world says, we Christians are foolish:  
but we are NOT, for we know that Jesus is Christ. 

1 Corinthians 2:8 고린도전서

8 Which none of the princes of this world knew: for had they 
known it,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
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But they did not know that Jesus was Christ, so they crucified Him.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 Passers-by: Save thyself. If thou 
be the Son of God, come down 
from the cross. 

•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elders: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If he be the King of 
Israel, let him now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him. 

• The thieves: He trusted in God; let 
him deliver him now 

                         (Matthew 27: 37-44)

유대인들의 왕 예수

지나가는 사람들: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강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이제 그를 건져 내실 것이라.  (마태복음 27:37-44)



Barabbas, a murderer
And they cried out all at once, 
saying, Away with this man, 

and release unto us 
Barabbas. Luke 23:18   

They denied Jesus, the King! 
They desired a murderer!  

The Consequence 
• Jerusalem was besieged/destroyed 

by the Roman future emperor Titus. 
• In April 70, about the time 

of Passover

살인자, 바라바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눅 23:18)


그들은 왕,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4월, 유월절 즈음에 미래의 로마황제 티투스에 의해 파괴당했습니다.

https://www.britannica.com/topic/Passover


1.1 M people  were killed

97,000 were enslaed.

Gladiators

110만 명이 죽었고, 97,000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검투사(글라디에이터)



W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at's why we are able 
to know the things of God. The world cannot!

1 Corinthians 2:  고린도전서

12 Now we have received,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ich is of God; that we might know the things that are 
freely given to us of God.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We, spiritual Christians, with the Holy Spirit in us, can judge all 
things, but we are not judged by the world. Our judge is Jesus Christ.

1 Corinthians 2: 고린도전서

15 But he that is spiritual judgeth all things, yet he himself is 
judged of no man. 
영적인 자는 모는 것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판단받지 않느리라  

16 For who hath known the mind of the Lord, that he may 
instruct him?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에 의해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Natural Men 
  

the spirit of the world, of disobedience 
- know not the things of God 

Spiritual Christians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 know the deep things of God

local church

church: a group of saved men


타고난 사람: 불순종한 세상의 영 —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함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 성령 — 하나님의 깊은 일들을 암



CHAP 3, 23 verses 
We plant, we water, but God increases

2 Milk is fit for children. 3 Strife and division, arguments of a fleshly 
mind. 7 He that plants, and he that waters, is nothing. 9 The 
ministers are God’s fellow workmen. 11 Christ the only foundation. 
16 Men the temples of God, which 17 must be kept holy. 19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with God. 

2 우유는 어린아이가 먹는 것 3 분쟁, 분열, 논쟁은 육신적인 것 7 심는자, 물주는 자
는 아무 것도 아님 9 목사는 하나님의 같이 일하는 자 11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초석 
16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17 따라서 성결하게 유지해야 함 19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에게는 바보같은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

우리는 심고, 물 주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Are you Carnal (baby) Christians, or Spiritual Christians?  
Do you please your flesh? Do you act like a baby,crying,Give,Give?

1 Corinthians 3: 고린도전서

3 For ye are yet carnal: for whereas there is among you 
envying, and strife, and divisions, are ye not carnal, and walk 
as men?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
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We are often tempted with…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1 John 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
상에서 나느니라.  

당신은 육신적 (아기) 그리스도인 인가요 아니면 영적 그리스도인인가요?

육신을 기쁘게 합니까?  아기처럼 울며 주세요 주세요 합니까?



He that plants, he that waters, is nothing. Only God can 
increase the work of your hands.

1 Corinthians 3: 고린도전서

6 I have planted, Apollos watered; but God gave the increase. 
7 So then neither is he that planteth any thing, neither he that 
watereth; but God that giveth the increase.  
바울이 심고, 아폴로가 물주고, 그러나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 따라서, 심은자도, 물준
자도, 아무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만이 최고,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God be the glory, not we.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한 일들을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FOUNDATION. 
Jesus Christ is God, the Creator, the Saviour.

1 Corinthians 3: 고린도전서

11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
도시니라.

2 John 1:7  For many deceivers are entered into the world, who confess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This is a deceiver and an antichrist.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
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입니다.




Jehovah's Witness
• The Watchtower (파수대), Awake! (깨어라)


• International Bible Students Association, 
which was founded in 1872 
in Pittsburgh by Charles Taze Russell. 

• Joseph Franklin Rutherford changed the 
group's name to Jehovah’s Witnesses in 
1931  

• 8 million members


• Last days; God’s kingdom on earth soon - 
headed by Christ and jointly administered 
by 144,000 human co-rulers


• God—Jehovah—is the most high. Jesus 
Christ is God's agent.

Former HQs in NY

여호와의 증인

국제성경학생연합,  1872년 피츠버그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 설립

요셉 프랭클린 루더포드가 1931년에 그 단체의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명

8백만 회원

마지막 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곧 그리스도가 144,000명의 사람들을 이끌며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 — 여호와 —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인.

https://www.britannica.com/place/Pittsburgh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Charles-Taze-Russell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Charles-Taze-Russell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Charles-Taze-Russell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DS)
• Mormons

• founded by Joseph Smith in 

the United States in 1830

• No alcohol, tobacco, coffee, 

and tea 

• Emphasis on education and a 

vigorous work ethic: family-oriented

• 16 million members

• Jesus was the spiritual “first born” 

Son of God in the preexistence. 
Jesus Christ was the first spirit 
born to the heavenly parents

Salt Lake Temple, Utah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

1830년 요셉 스미스가 미국에서 설립

금주, 금연, 커피와 차를 마시지 않음

교육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 가족 중심

1,600만 회원

예수님은 이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의 영적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 영.

https://www.britannica.com/plant/common-tobacco
https://www.britannica.com/topic/coffee
https://www.britannica.com/topic/tea-beverag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ethic


We, Christians, don't have such a big, beautiful temple. 
We only have a humble body. But the Holy Spirit lives in us.

1 Corinthians 3:16 고린도전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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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
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God is living in you, not in the building. Remember this verse,  
Be ye holy; for I am holy. (1 Peter 1:16)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소한 몸 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16)



Jesus Christ is THE FOUNDATION. You can build thereon 
gold, silver, precious stones; or wood, hay, stubble.

1 Corinthians 3: 고린도전서

13  Every man's work …sha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shall try every man's work of what sort it is. 
각 사람의 일이...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
할 것이라.

If his work shall be burned, he shall suffer loss. (v15) 
If his work shall not be burned, he shall receive a reward. (v14)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에 금, 은, 보석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건초, 짚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14절)



Are sure you are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Jesus, gold, silver, precious stones.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의 기초 위에 금, 은, 보석을 쌓고 있습니까?



Stubble

Hay

Wood



  Let’s pray

Our loving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of truth. 
And thank you for giving us Jesus Christ,  

the foundation of our faith.  

Help us build our work of faith solidly,  
so that it may stand the test of your fire. 

We praise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An Expository Sermon on 1 Corinthians #2
Bro. Robert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