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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nd every man that striveth for the mastery is temperate in 
all things. Now they do it to obtain a corruptible crown; but we 
an incorruptible. 26 I therefore so run, not as uncertainly; so 
fight I, not as one that beateth the air:  

25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
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26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
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1 Corinthians 9:25-26 고린도전서



  Let’s pray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ingkindness. 

We know, one day,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help us remember that day, and number our days, 

We pray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always to review, for we tend to forget all the time. 

우리는 항상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합니다.



Do you know the attention span of the goldfish?

9 seconds

Living for God requires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like salmon, and like this gold fish.

Then we need to focus on the purpose of life, For what do we live on this earth?


금붕어의 주의지속시간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연어처럼, 금붕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Jesus Bar-abbas, son of the father, a murderer 
the devil, Satan  

Self-claimed 
Christians - 11% 

of the world 
population

Seawater has 2.5 
percent salts.

Real Christians - 
less than 2.5%

Jesus Christ

The Jewish people received Jesus Barabbas, son of Satan, and rejected Jesus Christ, Messiah. As a result, Jerusalem was destroyed, and more than 1 million people were killed by the 
Roman empire, in AD 70. There are self-claimed Christians, making up 11% of the world population.

But I believe there are only less than 2.5% of REAL Christians. How so?My logic is simple: Seawater has 2.5 percent salts, and the world is like seawater, and if we had 2.5  percent 
Christians (salts) losing not the savour/saltness, the world is NOT this corrupt. So, the world has not 2.5 percent Christians.

유대사람들은 사탄의 아들 바라바를 받아들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백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11%가 자칭 그리스도
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2.5%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내 계산은 간단합니다: 바닷물에는 2.5%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바닷물과 같은데, 만일 2.5%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향기(짠맛)를 잃지 않느다면, 세상은 이처럼 부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5%의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The Corinthian Church had problems. The churches of today 
have the same problems. They are not 2000 years ago problems! 

Problem #1. Division, NO 
Unity! 

Problem #2. Standing on the 
wisdom of the world - WRONG!  

Problem #3. Following men, 
not God, Jesus Christ, our 
Foundation!

Problem #4. Pride - Puffed Up! 

Problem #5. Fornication - 
NOT Judged! 

Problem #6. Christians suing 
one another before unbelivers!

My best friend’s problems are my problems. David cries,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Ps 133:1). Divide and rule is one 
of Satan’s strategies.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나누어 통치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분열, 단합되지 않음.

문제 2. 잘못된 지혜 위에 서 있음.

문제 3. 우리의 기초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름.

문제 4. 자만심

문제 5. 음행 - 심판받지 않음

문제 6.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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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기억하십시오.

[ 고린도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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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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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행위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가 좋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게되고, 나쁜 것을 했으면 수치를 당하고 손실을 받게 됩니다.



1 Corinthians 6:20     고린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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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SIN! 
SIN Snowballs, like leaven.   

Follow Jesus, as Paul followed Him.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는 누룩과 같아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Psalms 19:14 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시편 19:14 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No Cross? No Crown!

Jesus, Priceless Treasure

예수님, 너무나 귀한 보물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습니다.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after Jesus Christ!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CHAP 7, 40 verses, Problem #7 Infidelity

1. Marriage/Divorce/Remarriage 

- To the unmarried and widows, Do not get married. 
But to avoid fornication, get married.  

- To the married with an unbeliever, do not leave him/
her. 

2. Called by God 

- Let him remain in the same occupation, rank of life.

7장, 40절, 문제 7 불성실


1.결혼/이혼/재혼 
- 미혼자, 과부에게 —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 그/그녀를 버리지 말라.


2.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 같은 직업, 삶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라.



Paul advises not to marry. 

1 Corinthians 7:1 고린도전서

1 Now concerning the things whereof ye wrote unto me: It 
is good for a man not to touch a woman [marry].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Why not marry? To focus on the Lord.

32 …He that is unmarried careth for the things that belong to the Lord, how he may please the 
Lord:


33 But he that is married careth for the things that are of the world, how he may please his wife.

(1 Corinthians 7:32-33)

Young men and women these days do not want to marry, because they don’t want to take responsibility. They just want to please themselves.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 고전 7:32-33 ]

…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Paul advises to marry. 

1 Corinthians 7:2 고린도전서

2 Nevertheless, to avoid fornication, let every man have his 
own wife, and let every woman have her own husba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Why marry? Not to burn.

But if they cannot contain, let them marry: for it is better to marry than to burn.
1 Corinthians 7:9 

바울은 결혼하라고 충고합니다.

왜 결혼하라는 것입니까?  불타지 않기 위해서.


[ 고전 7:9 ]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R. Amram redeemed all the captives, men and women;  
and the women and the virgins dwelt in a chamber in his house alone; 

One time, Satan kindled in him, "the fire of lust", and he set a ladder to go up to them,  
and when he came upon the steps of the ladder, he began to cry with a loud voice, 

"Fire in the house of Amram, fire in the house of Amram": and the men came to quench the fire, and 
found nothing burning; 

for it was only his intention to cause to cease from him the fire of lust; and his thought ceased and his 
mind grew cool; 

and they asked him, why did you mock us? 
He replied, for this is a greater "fire" than all the fires in the world, for it is the fire of hell. 

The Story of Rav Amram, Talmud 

The fire of lust is the fire of hell. 욕망의 불은 지옥의 불입니다.


[ 탈무드에 나온 라브 암람의 이야기 ]

암람은 모든 포로들, 남자, 여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처녀들은 각자 암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각각 홀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욕망의 불”을 놓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들에게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에 올라가려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암람의 집에 불이야, 암람의 집에 불
이야”: 사람들이 불을 끄러 왔지만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습니다.

암람이 소리친 이유는 욕망의 불을 끄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망은 그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우리를 놀리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불보다 더 큰 불이라, 이것은 지옥의 불이라. 




Which is better? Marry or Not Marry?

1 Corinthians 7:38 고린도전서

38 So then he that giveth her in marriage doeth well; but he 
that giveth her not in marriage doeth better.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
집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Don’t try to do better. Be content to do well.

Ecclesiastes 7:16 Be not righteous over much; neither make thyself over wise: why shouldest thou destroy thyself?

전도서 7:16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어느 편이 나은가?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Paul says, Be like me, unmarried! But every one has his proper gift of God. Every one is 
different. So, you don’t need to follow Paul. In this regard. THANK GOD!

1 Corinthians 7:7 고린도전서

7 For I would that all men were even as I myself. But every 
man hath his proper gift of God, one after this manner, and 
another after that.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
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Being single for the Lord, is given only to those who can bear; 

it is not for every one. You need God’s grace.

바울은 말합니다,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 홀로 지내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Married with an unbeliever - Continue to live with the unbeliever.

1 Corinthians 7:12-13 고린도전서

12 …If any brother hath a wife that believeth not, and she be 
pleased to dwell with him, let him not put her away.  
13 And the woman which hath an husband that believeth not, 
and if he be pleased to dwell with her, let her not leave him. 만
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13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
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If you are not going to stick it out and try to make a go of it and do 

the best you can, don’t ever start.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 그 사람과 계속해서 살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말라.



Marriage Vows

Ephesians 5:25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You men, husbands, are you ready to die on the cross for your wife!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에베소서 5:25 ]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Why continue to live with the unbeliever? You may have an opportunity to save him/her.  
Be an example for them to follow you.

1 Corinthians 7:14, 16 고린도전서

14 For the unbelieving husband is sanctified by the wife, and 
the unbelieving wife is sanctified by the husband: else were 
your children unclean; but now are they holy [but not saved]. 
16 …O wife, whether thou shalt save thy husband? …O man, 
whether thou shalt save thy wife?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
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16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그녀를 구원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십시오.


We have many beautiful stories; wives married to unbelievers, after many many years of her praying and crying, the husbands have finally come to believe Jesus. So stay 
where you are now, praying and crying for the salvation of your spouses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 오랜 세월을 눈물로 기도한 후,  남편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며 눈물로 배우자의 구
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 Corinthians 7:20, 22 고린도전서

20 Let every man abide in the same calling wherein he was 
called.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Are you a servant? Are you are freeman? Care not for it. 

22 For he that is called in the Lord, being a servant, is the 
Lord's freeman: likewise also he that is called, being free, is 
Christ's servant.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Athens had, in her best days, 20,000 freemen, and 400,000 salves.

Are you called [saved]? Stay there where you are now.

구원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머무십시오.

당신은 종입니까?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그것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전성기의 아테네에는 2만명의 자유인과 40만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Don’t quit a job to go to seminary to become a pastor.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가려고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CHAP 8, 13 verses, Problem #8 Abusing liberty in Christ

1. Abstain from the food offered to 
idols, and from your idols  

2. Do not abuse our Christian liberty 

- Sin against the brethren? You sin 
against God!

8장, 13절, 문제 8.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


1.우상들에게 바친 음식물을 피하고, 당신의 우상을 피하십시오.

2.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 형제에게 죄를 지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Puffed Up!

Now as touching things offered 
unto idols, we know that we all 
have knowledge. Knowledge 

puffeth up, but charity edifieth.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
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
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lofty eyes

haught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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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rinthians 8:1 

오만한 눈, 거만한 마음…은 죄.



Food offered in sacrifice unto idols - Feel free to eat, but…  
What is your idol? Children? Fame? Beauty or Bucks?

1 Corinthians 8:4 고린도전서

4 As concerning therefore the eating of those things that are 
offered in sacrifice unto idols, we know that an idol is nothing 
in the world, and that there is none other God but one.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 —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나 …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명성?  아름다움 혹은 젊음?


My idol was business - I had put in all my money and time, loved more than the Lord. I did not spend that much time and money for the Lord. How much time and money 
do you spend for the Lord?

제 우상은 사업이었습니다 — 제 모든 돈과 시간을 넣었고, 주님 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쓰십니까?



흥국사, 남양주 (수락산), 599년 (신라시대), 원광법사 창건 

I was from a family who believed anything but God, Jesus Christ. And this is one of the Buddhist temples my mother used to go to. She became a Christian after my 
elder brother had died. I now believe she is in heaven.

저는 하나님, 예수그리스도만 빼고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곳은 저의 어머니가 자주 가던 절입니다.  그녀는 제 동생이 죽고 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신
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Rice down, names up; Money in, names up!

쌀을 놓으면, 이름이 걸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이름이 올라갑니다!



I hear some Christians get ‘counsels’ from these idols, foolish gods, not from the LORD God of gods. 

신 중의 신이신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 바보같은 신들에게 상담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Get education ‘to make a living?’ Study the Bible, ‘to learn how to live!’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We have only one God, one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8:6 고린도전서

6 But to us there is but one God, the Father, of whom are all 
things, and we in him; and one Lord Jesus Christ, by whom 
are all things, and we by him.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
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The sacrifices of God [The sacrifices that God desires]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crushed] heart, O God, thou wilt not despise.


(Psalms 51:17 )

우리에겐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 시편 51:17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God wants us to come to Him, with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하나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오기를 바라십니다.


Come to Him, as is, and He welcomes you, and wash you with His Word.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께서 기쁘게 당신을 맞아주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Dont’ be a stumblingblock [an occasion of sinning] to the weak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1 Corinthians 8:13 고린도전서

13 Wherefore, if meat make my brother to offend [lead him 
into sin], I will eat no flesh while the world standeth [forever], 
lest I make my brother to offend.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Some people say, that there is no mention of drinking and smoking in the Bible .

THE principle in deciding Christians’ acts is, Do I make my brother to offend?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게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술마시지 말라, 담배피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결정할 때의 원칙은,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가? 입니다.



CHAP 9, 27 verses, Problem #9 The church examines Paul

Baby Christians examine an apostle??? 

They question, 

1. Paul had not seen Jesus Christ, could not be 
an apostle. 

2, He was unmarried, single, unlike Peter 

3. He was laboring for their support.

9장, 27절,  문제 9. 교회가 바울을 심문하였습니다.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 사도를 심문???

그들은 다음의 것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1.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없다

2.그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였다.

3.그와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Paul vindicates his apostleship, and his liberty.

1 Corinthians 9:1 고린도전서

1 Am I not an apostle? [Yes, I am.] am I not free? [free to eat, 
get supports, enjoy life], have I not seen Jesus Christ our 
Lord? [Yes, I have.] are not ye my work in the Lord? [Yes, you 
are.]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1. In his going to Damascus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cts 9:5)

2. In the third heaven “I knew a man in Christ above fourteen years ago…” (2 Cor 12:2)

3. In the castle “[the Lord Jesus said] so must thou bear witness also at Rome” (Acts 23:11)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신분과 자유를 변호합니다.


1.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에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사도행전 9:5)

2.셋째 하늘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고린도후서 12:2)

3.성 안에서,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11)



Paul answers, Have we not the power [right]…? 

1 Corinthians 9:4-6 고린도전서

to eat and drink? (v4) to be supported by the churches? 
to lead about a sister, a wife…as…Cephas [Peter]? (v5) to 
travel in company with women?  
to forbear working? (v6) [to abstain from labor, and to receive 
supports as others do?]  

The ministers preaching the gospel should be supported by the 
churches.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아니하느냐…?

- 먹고 마시는 것? (4절)  교회에게 지원받을 권리?

- 게바(베드로)…처럼 자매,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  여자와 같이 여행할 권리?

- 일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지원을 받은 권리?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Paul was supported by the churches of Macedonia and others, but he would not get support from baby Christians, like the churches of Corinth.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다른 곳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고린도교회 같은 아기 그리스도인으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Baby Christians would so proud of helping pastors and the church.

아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와 교회를 돕는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Why? Common sense says so.

1 Corinthians 9:7 고린도전서

7 Who goeth a warfare any time at his own charges? [Nobody] 
who planteth a vineyard, and eateth not of the fruit thereof? 
[Nobody] or who feedeth a flock, and eateth not of the milk of 
the flock?[Nobody]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
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 떼를 먹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
니하느냐?


왜?  상식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God says so.

1 Corinthians 9:9 고린도전서

9 For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Deuteronomy 25:4], 
Thou shalt not muzzle the mouth of the ox that treadeth out 
[press out with the feet] the corn. Doth God take care for 
oxen? [yes, he does, and more for men]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Even so hath the Lord ordained that they which preach the gospel 
should live of the gospel.


( 1 Corinthians 9: 14)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 고린도전서 9:4 ]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Nevertheless, Paul would not use this power, but suffer all things, lest he should hinder the 
gospel of Christ. (v12).

1 Corinthians 9:15 고린도전서

15 But I have used none of these things: neither have I written 
these things, that it should be so done unto me: for it were 
better for me to die, than that any man should make my 
glorying void.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 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
는 것보다 나으리라.

Why doesn’t God give abundantly unto minist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고난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풍부히 주지 않으실까?



1805-1898

“God’s plan is…none of self and all of Christ.

The very people who are doing the most for God in saving 
souls, in mission work…are…working on short supplies 

of strength, of money, of talents…
living by faith and taking from God, day by day, both 

physical and spiritual supplies.

This is the way God succeeds and gains conquests over 
His own people, and over the unbelief of those who look on 

His providences” 

George Mueller
1805-1898

But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not all your want]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조지 뮬러

“하나님의 계획은 …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역의 일을 하는 …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힘, 돈, 재능의 부족에 시달리며…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육신적,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공급하심을 바라는 불신자들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 빌립보서 4:19 ]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God had a bad experience with these guys. God gave them everything but one, but they took that one - the forbidden fruit. 

From that on, God would not give too much to men, for He knows their evil thoughts.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만 빼고 다 주셨지만, 그 하나 — 금단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쁜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Paul wants to be the means of saving souls. And he becomes a servant unto all, to gain 
the more [to Christ] (v19).

1 Corinthians 9:20-22 고린도전서

- To the Jews I became as a Jew, to gain the Jews [under the 
law] (v20) 

- To them that are without law [Gentiles], as without law…
(v21) 

- To the weak became I as weak…(v22) 
- To all men, I am made all things [as the filth of the world, 

and are the offscouring]…to save some. (v22)
Paul denies himself, dying daily. (1 Cor 15:31)


BE HUMBLE, BE AN EXAMPLE, BE A MINISTER (SERVANT)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수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 유대인들(율법 아래 있는) 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 (20절)

- 율법 없는 자들(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21절)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 (22절)

-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세상의 더러운 오물같은)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2절)


바울은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1)

그는 자신을 낮추고, 본보기가 되고, 섬기는 자(종)가 되었습니다.



Run, fight to obtain the prize, Paul commands!

1 Corinthians 9:24 고린도전서

24 Know ye not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e 
receiveth the prize? So run, that ye may obtain.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달려라, 상을 받도록 싸우라, 바울은 명령합니다!



Grecian games: Discus Throw, Running, Chariot Racing, Boxing, 
Wrestling

그리스 경기들: 원반 던지기, 달리기, 전차경주, 권투, 씨름



25 And every man that striveth for the mastery is temperate in 
all things [abstain from all that would stimulate]. Now they do 
it to obtain a corruptible crown; but we an incorruptible. 이기려
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
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1 Corinthians 9:25 고린도전서



You must observe a strict regimen!

(Epictetus)


- must live on food which is unpleasant

- must abstain from all delicacies 

- must exercise at the prescribed times in heat/in cold 

- must drink nothing cool 

- must take no wine as usual

Do you wish to gain the prize at the Olympic games?

당신은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엄한 규율을 지키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에픽테토스)

- 즐겁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 모든 맛있는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 춥거나 덥거나 정해진 때에 훈련해야 합니다.

- 찬 것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 평소처럼 와인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He shall receive a reward. He shall suffer loss.

Strive for the mastery IF NOT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왕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26 I therefore so run [like a racer], not as uncertainly [but with a 
clear objective]; so fight I [like a boxer], not as one that beateth 
the air [but as one that hits the bull’s eys]: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
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1 Corinthians 9:26 고린도전서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달리기 선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며,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과녁을 명중시키는 사람처럼 싸우며




Are you ready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aking the 
whole armor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Let’s pray

Our loving Father,  

Salvation, and glory, and honour, and power,  
unto YOU. 

We want to obtain an incorruptible crown when we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ncrease our faith and equip us with the armor of God. 

We pray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영광, 존귀와 권능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 썩지 않을 왕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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