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ODY IS

An Expository Sermon on 1 Corinthians #3
chapter 4-6
Bro. Robert Kim

너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
고린도전서 강해설교 제 3부 (4-6장)

1 Corinthians 6:19-20 고린도전서

19 What? know ye not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which is in you, which ye have of God, and ye are not
your own?
20 For ye a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19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
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Let’s pray
Our loving Father,
Thank you for your word of truth.
We know we are so much blessed,
for you gave us the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We praise you for your love,
and help us love our neighbors with your love.
We pray in Jesus' name, Amen.

We must grow up into Christ!

From Baby (Carnal)
Christians to Young
to Mature, Spiritfilled Soldiers of God

아기(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소년으로 그리고 성숙한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군사로
The church at Corinth was a church of saved people. However, it was an assembly of carnal Christians - unlike you, mature soldiers of God! In his first letter Paul
addressed all their problems in every chapter. In his second letter, you see they had corrected the things he told them about initially.
고린도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숙한 군사인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각 장에서 그들의 모든 문
제점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보면,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것들을 그들이 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our weeks have passed, and I assume that you’ve forgotten most of the stuff. NO??? Let’s see.
설교 한 지 4주가 지나서 아마 대부분 잊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닌가요??

How to be a good solider
of Jesus Christ?

1. Endure hardness
2. Strive for masteries, lawfully
2 Timothy 2:3,5

Do you want it?

Fight against the world!
세상과 맞서 사우라! —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1. 어려움을 인내하라
2. 통달하기 위해 노력하라, 합법적으로

Do you want to be, A Fighter, A Watcher, Or A Dreamer?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나요, 투사, 구경꾼, 몽상가?

The Great Commission
on IIBC
1.
2.
3.

Preach the Gospel
Teach the Bible
Reach the Poor and Needy

IIBC에 주어진 대위임명령
1. 복음을 선포하라
2. 성경을 가르치라
3.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I humbly suggest to add, Reach the Poor and Needy.
세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를 더할 것을 제안합니다.

What does God say about the poor and needy?
James 1:27, 2:15-16, 야고보서

27 …visit the fatherles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15 …If a brother or sister be naked, and destitute of daily
food…16 …ye give them not those things which are needful to
the body; what doth it [faith] profit?
27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라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
용할 양식이 없는데16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음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나요?

We want Barabbas, a murderer

Away with him!

그를 없애라!
우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합니다.

Christian

Christian

The consequence was, Christians suffered in the Killing Fields. The killer and the killed alike were Christians.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장소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Jehovah's Witnesses
•

International Bible Students
Association, in 1872, Charles
Taze Russell

•

Jehovah’s Witnesses in 1931,
Joseph Rutherford

Former HQs in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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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hasis on education and a
vigorous work ethic

Temple Square, North Visitors’ Center
Salt Lake City, Utah

Heretics! There are something we may learn from these heretics. The Jehovah’s Witnesses are going after young students, who are easily tempted. And the Mormons, by
showing good examples in educating children and working, are drawing many simple people. We Christians should do things better than anybody else.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Colossians 3:23)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젊은 학생들을 좇아갔습니다. 몰몬은 자녀교육과 일에 있어 좋은 예를 보임으로써 단순한 많은 사람들
을 끌어들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해야 합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We build gold, silver, precious stones on the foundation of Jesus!

우리는 예수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귀중한 보석을 쌓습니다.

Otherwise, your work shall be burned, and you shall suffer loss.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들은 불에 타고, 여러분은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The Corinthian Church had Problem after problem (chap 1-3)
Problem #1. Division. Paul pleads,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e be perfectly joined together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 (1 Cor 1:10)
Problem #2. Wrong Standing. Paul declares, “we speak not the

wisdom of this world…that come to nought: But we speak the
wisdom of God in a mystery ( 2:6-7)
Problem #3. Following men, not God. Paul warns, “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3:11)

고린도교회는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1-3장)
문제 1. 분열. 바울은 간청합니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전서 1:10)
문제 2. 기초가 잘못됨.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2:6-7)
문제 3. 하나님에 아니라 사람들을 따르는 것.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11)
My best friend’s problems are my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Corinthian church are the problems of the churches of today.
저의 친한 친구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CHAP 4, 21 verses

Problem #4:
They despised Paul and the ministers
of the Word. And they were puffed up.

Chapter 4 has 21 verses. Do I need to know the number of verses? No, not really. But good to know. The average number of verses per chapter is, a little more than 26.
How do I know? 31,102/1189=26.15
4장은 21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절 수를 알 필요가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 좋습니다. 한 장의 평균 구절 수는 26개가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아나요?
31,102/1189는 26.15입니다.
문제 4:
그들은 바울과 세상의 사역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우쭐했습니다.

Paul asks the Corinthian assembly to regard him and Apollos
as the faithful ministers and stewards of God.
1 Corinthians 4:1 고린도전서

1 Let a man so account [think]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the gospel].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자신과 아볼로를 신실한 사역자와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inisters are servants - mini, small, not big shots. They
are to serve the Lord, and serve (not dictate) the sinners
to repent, with sincerity and truth.
Matthew 20:28 Even as the Son of man [Jesus
Christ]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사역자는 종입니다 - 조그만 작은 자이지 큰 자가 아닙니다. 주를 섬기며 진실함과 진리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We Christians become born again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our time and money to save some.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They despised Paul. But he says, I shouldn’t be judged of
you; I don’t even judge myself. The Lord is my judge!
1 Corinthians 4:4-5 고린도전서

4 For I know nothing by myself; yet am I not hereby justified:
but he that judgeth me is the Lord. 5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time, until the Lord come…
4 나는 판단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
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5 그러
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은 바울은 멸시했으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판단받지 않으며 나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주께서 내 심판자가 되시리라!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very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his body, according to that he hath
done, whether it be good or bad.” (2 Corinthians 5:10)

(고리도후서 5: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Every saved people stands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Christ will judge his deed, by fire. If he has done good, he’ll get reward: if he has done bad, he shall suffer shame and loss.
그리스도는 그의 행위를 불로써 심판합니다. 만일 그가 좋은 일을 했으며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했으면 수치를 받고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Verse 7, Now Paul is sarcastic! The Corinthian assembly was given many gifts
from God, but they thought otherwise, We earned them; they were so proud.

1 Corinthians 4:7 고린도전서

For who maketh thee to differ from another? and what hast
thou that thou didst not receive [from God]? now if thou didst
receive it [from God], why dost thou glory, as if thou hadst not
received it [from God]?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Everything we have - spiritual gifts, talents, piety, faith, knowledge,
intelligence, wealth - is from God. So, we have nothing to take pride in.
Give glory only to God!

7절에서 바울은 신랄하게 말합니다! 고린도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으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 영적선물, 재능, 독실함, 믿음, 지식, 지능, 부 — 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시다!

The Corinthian Church
= Carnal Christians

Paul, Apollos & ministers
= Spiritual Christians

•

full, rich

•

hungry, no certain dwelling place

•

reigned as kings

•

made a spectacle unto the world

•

wise in Christ

•

fools for Christ’s sake

•

strong

•

weak

•

honourable

•

despised

1 Cor 4:8-11

Look at the sharp contrast between Carnal Christians and Spiritual Christians, baby Christians and ministers and apostles.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 갓난아기 그리스도인과 사역자, 사도들과의 선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고린도교회 = 육신적 그리스도인
. 배부르고, 부유하고
. 왕처럼 군림하고
.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 강하고
. 존귀하고

바울, 아볼로 및 사역자들 = 영적 그리스도인
. 배고프고, 일정한 거처도 없고
.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고
. 약하고
. 멸시당하고

Paul suffered their accusation. How did Paul respond? He warns the Corinthian
brethren, as a loving father. And he entreats them, as to his beloved sons, to follow him.

1 Corinthians 4:16 고린도전서

16 Wherefore I beseech [ask with urgency] you, be ye
followers of me.
16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1 Corinthians 11:1
Be ye followers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바울은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 자신을 따르라고 간청합니다.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Do you want follow Paul? 여러분은 바울을 따르고 싶습니까?

What if we follow Paul, as he followed Christ?

12
And labour, working with our own hands: being reviled [reproached],
we bless; being persecuted, we suffer it:
우리는 손써서 일하고, 욕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참아야되고,
13
Being defamed, we intreat: we are made as the filth of the world, and
are the offscouring [scum] of all things unto this day.
비방받아도, 권면하고 - 우린 정말 이 세상의 더러운 오물이 되지요.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듯, 우리가 바울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Do I want to follow Paul, as he followed Christ
Nope!
Why not
He is the Apostle, and I am just a Christian
But I am NOT like Christ Jesus
Then, you are an Un-Christian!!

!


?


!


We are not to conform to this world, but to conform to the image of his Son, Christ Jesus!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An high look, and a proud heart…is sin.
Proverbs 21:4

Puffed Up!

Some are puffed up! (v 16)

lofty eyes

Knowledge puffeth up,
but charity edifieth.
1 Corinthians 8:1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haughty heart

When you have… all knowledge…
and have not charity, you are
nothing.
1 Corinthians 13:2

The false teachers of the Corinthian church were puffed up. But they did not have the power. Their speech was eloquent, but no power! Paul had powers, in working
miracles, in saving people, in protecting the church.
고린도교회의 거짓교사들을 우쭐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능숙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권능을 가지고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보호했
습니다.
(고린도전서 13:2) 내가 …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잠언 21:4)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은 죄니라.

CHAP 5, 13 verses

Problem #5:
Fornication!
What’s worse is,
That wicked person was not judged!

5장, 13절
문제 5:
음행!
더 문제는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Now unthinkable thing happened - Incest!
1 Corinthians 5:1

고린도전서

1 It is reported commonly [everywhere] that there is
fornication among you, and such fornication as is not so
much as named [tolerated] among the Gentiles, that one
should have his father's wife.
1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 근친상간!

They were filled with pride. They should have humbled
themselves. They were puffed up!
1 Corinthians 5:2

고린도전서

2 And ye are puffed up, and have not rather mourned, that he
that hath done this deed might be taken away from among
you.
2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They did not judge him. He needed to be removed from the
congregation. That sin deserves stoning, according to the Jewish canon.

그들은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했으나 우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회중으로부터 제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유대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Are we not supposed to judge others?
1.

2.

" Judge not, that ye be not judged. " (Matthew 7:1)
- Don’t be judgmental (judge harshly)!
God is the Judge.
" Judge not according to the appearance,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 (John 7:24)
- For God hath…given us the spirit …of a sound mind.
(2 Timothy 1:7)

우리는 남을 판단해야 합니까?
1. (마태복음 7: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2. (요한복음 7:24)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 (디모데후서 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They were boasting, confident in their condition. No good at
all. They should have rather mourned!
1 Corinthian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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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glorying [boasting] is not good. Know ye not that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You need to take good care of little sins; if not, they will snowball.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뽐내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들을 차라리 애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죄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leaven/yeast

Do you have leaven in your life?

죄: 눈덩이 효과 (당신 삶 가운데 누룩이 있습니까?)
A single sin allowed in the church, would act like leaven, which will snowball and make things worse and worse.
교회 안에 한 죄가 용인되면, 그 죄는 누룩처럼 눈덩이가 되어 상황을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Away with the old leaven. Remove it, Free yourselves from it
1 Corinthians 5:7-8

고린도전서

7 Purge out therefore the old leaven, that ye may be a new
lump, as ye are unleavened. For even Christ our passover is
sacrificed for us: 8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not with
old leaven, neither with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7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
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Christ, our passover - paschal lamb - is sacrificed [slain] for us.

The Jews, when the paschal lamb was slain, were required to put away all leaven from their houses.
So, we, Christians, when our paschal lamb is slain, should put away all sin from our hearts and from
our churches.

유월절 어린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양이 드려질 때, 집 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양이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로부터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Do not company with the fornicators, the covetous, or with idolaters of this world. But
sadly, we are surrounded by the ungodly people; they are more than 90%. We have to live
with them. But do not make them your companions and friends.

1 Corinthians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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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f …brother be a fornicator, or covetous, or an idolater, or a
railer, or a drunkard, or an extortioner; with such an one no
not to eat.
11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
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Alas, sometimes, Carnal Christians can be more dangerous.
…And if the blind lead the blind, both shall fall into the ditch.
Matthew 15:14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우상숭배자와 사귀지 마십시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때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14)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What can we do? God says, 1 Thessalonians 5:15 See that none render evil for evil unto any man; but ever follow that which is good, both among yourselves, and
to all men. Be kind to your neighbors, deal justly. Have company with godly people!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15)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웃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We need to judge sinful matters within the church.
1 Corinthians 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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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or what have I to do to judge them also that are without?
do not ye judge them that are within? 13 …Therefore put away
from among yourselves that wicked person.
12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
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13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
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우리는 교회 안의 죄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P 6, 20 verses

Problem #6
Christians suing one another in the
courts of unbelievers.

6장, 20절
문제 6: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재판소에서 서로를 고소함.
Christians, any difference from the worldly people, who find help for worldly aims from the world?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Can brother go to law with brother, before the unbelievers?
Can a Christian sue against another Christian?
1 Corinthians 6:1

고린도전서

1 Dare any of you, having a matter [lawsuit] against another,
go to law before the unjust [unbelieving judges], and not
before the saints?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
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Paul says, No, because we Christians shall judge the world, and the
evil angels. Are we not worthy to judge the smallest matters? (v2)

형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일 조차 판단할 자격이 없나요? (2절)

When your Christian brother sins against you, follow the
SMO (Standard Mode of Operation) of the Bible.
Matthew 18:15-17

마태복음

1. Go and tell to him, the suing party, his fault between you
and him alone. (v 15)
2. Take two or three for witness. (v16)
3. Tell it to the church. (v17)
4. If he does not hear the church, count him as an heathen
and a publican. (v17) Treat him as an Un-Christian.

그리스도인 형제가 여러분께 죄를 지으며, 성경의 표준행동강령에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18:15-17
1.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15)
2.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6)
3.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17)

Brother go to law with brother? That’s wrong, Paul says. You
rather take wrong!
1 Corinthian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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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re is utterly a fault among you…Why do ye not rather
take wrong? why do ye not rather suffer yourselves to be
defrauded?
7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나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부당함을 받아들이라!
This is a hard saying! That’s why we need to judge righteous judgment; discernment and godly mind are required. And ask God for guidance.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과 신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The unrighteou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such were some of you
1 Corinthians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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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nicators: 음행하는 자
2. idolaters: 우상숭배자
3. adulterers: 간음하는 자
4. effeminate: soft; of a catamite
5. abusers of themselves: sodomites
6. thieves: 도둑질하는 자
7. covetous: 탐욕을 부리는 자
8. drunkards: 술취하는 자
9. revilers: railers 욕하는 자
10.extortioners: 착취하는 자
(a catamite: a boy kept for homosexual relationship)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들 중에 이같은 자가 더러 있으니…
4. 여성화되 남자
5.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


How can Christians do that? Look at the incest man! He was saved, but committed a horrible sin. Later he repented.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요? 근친상간은 저지른 그 사람을 보세요! 그는 구원받았지만 끔직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but ye are washed, but ye are sanctified, but ye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1 Corinthians 6:11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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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do all things - drinking, smoking. But for Christ, my
Lord, I wouldn’t do anything that would displease Him.
1 Corinthians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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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ll things are lawful unto me, but all things are not
expedient [profitable]: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but I will
not be brought under the power of any.
12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We should not be influenced by any power!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주, 담배.
그러나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1 Corinthians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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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now ye not [You must know] that your bodies are the
members of Christ? shall I then take the members of Christ,
and make them the members of an harlot? God forbid.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ow the body is not for fornication, but for the Lord; and the
Lord for the body. (v 13)

6:13 …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1 Corinthians 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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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lee fornication…19 What? know ye not [you must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which is in you,
which ye have of God, and ye are not your own?
18 음행을 피하라...19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We, believers, are the bride of Christ,
waiting patiently, with all purity
for our Bridegroom to come.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Rev 22:20)

우리 신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순수함 가운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Flee fornication, not just bodily sin, but every evil thought.
음행을 떠나십시오, 단지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1 Corinthians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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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or ye a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Thomas Watson (1620-1686)

How much is the price?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결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왓슨
얼마를 치르셨습니까?

This is the price. PRICELESS!

이것이 값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값!

Let’s pray
Our loving Father,
Salvation, and glory, and honour, and power,
unto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blood shed on the cross, for our sakes.
Guide us to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without shame.
Help us become like you.
We pray in Jesus' name, Amen.

YOUR BODY IS

An Expository Sermon on 1 Corinthians #3
Bro. Robert Kim

너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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