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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13

Charity

사랑

고린도전서 강해설교 #6 (12-13장)


로버트 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시작이 좋으면 반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네가 내 새해 결심 목록을 먹어 치웠구나! 착하다!”



“4 Charity suffereth long, and is kind; 8 Charity never faileth:” 
(1 Corinthians 13:4, 8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Colossians 3:14 골로새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is charity out of a pure 
heart, and of a good conscience, and of faith unfeigned:” (1 
Timothy 1:5 디모데전서)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Let’s pray

Our Father in heaven,  

You are God, you are Love. 
We are your children, and we want to be love, too. 

Help us put on charity. 

We pray in Jesus'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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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둥


고린도전서 13장 -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고린도전서 15장 - 부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 믿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 Corinthians 12                             

CHAP. XII. 
1 Spiritual gifts 4 are divers, 7 yet all to profit 
withal [with that]. 8 And to that end, are diversely 
bestowed: 12 That by the like proportion, as the 
members of a natural body, tend all to the 16 
mutual decency, 22 service, and 26 succor [relief, 
aid] of the same body; 27 so we should do one for 
another, to make up the mystical body of Christ.

     34 verses

고린도전서 12장

1 영적 선물들 

7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하려 함 

8 다양하게 주셨음

12,16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함 



The Body [The Church] is 
to serve the Head [Jeus 
Christ], whose Body we 
are [The Saved]… Since 

all powers in the 
members proceed from 

the Holy Ghost, no 
member may boast 

against another, and no 
member, however 
insignificant, may 
consider himself 

unessential, but is equally 
obligated to be yielded to 

the Spirit.   
- Keith L. Brooks 

(188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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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rinthians 12:12)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몸[교회]이 머리[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 그 몸이 곧 우리[구원받은 자]라… 지체의 모든 권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무 지체도 다른 지체를 자랑하지 못하며 어떤 지체도 보잘 것 없이 
보여도,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성령께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케이쓰 브룩스



Old Judgement was by Water - Go into the Ark

옛 심판은 물로 행해졌습니다 - 심판을 피하려면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Ark Encounter 
Life-size Noah’s Ark   

(2400 BC,155mx26mx16m), 약1200평
Kentucky, 201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Old Trafford, Greater Machenster, England, The largest football stadium)는 1910. 2. 19 개장. 74,140명의 좌석. 경기장의 크기: 길이 
106m 폭 68m. 넓이는 7,208m2(약 2,200평)



New Judgement is by Fire - Come into the Body of Christ

새 심판은 불로 행해집니다 - 심판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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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From whom [Christ th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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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the 
body unto the edifying of itself in love.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
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
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Ephesians 4:11-12. 16, 에베소서

지체는 여럿이나, 한 몸이라.



1 Though I [ the Apostle Paul]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2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3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1 Corinthians 13:1-3

1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
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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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13:1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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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13:2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t profits me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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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13:3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In Sum 

Without charity,  

All things are  

No bean, no bread! 

요약하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앙꼬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다!



Charity

“He that loveth not [God, the children of God] knoweth not God; for God is 
love [it is His very nature].” (1 John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
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eth out fear: because fear hath torment. He that 
feareth is not made perfect in love.” (1 John 4:18)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Agapao

Fear Not, Fear God

사랑(Charity) -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Charity

Patience
Temperance

2 Peter 1:5-7

5 And beside this,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virtue; and to virtue knowledge; 6 And to knowledge temperance; and to temperance patience; and to patience 
godliness;7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charity.

베드로후서 1:5-7

5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For if these things be in you, and abound, they make you that ye shall neither be barren nor unfruitful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2 Peter 1:8)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1:8)


“Wherefore the rather, brethren, give diligence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e do these things, ye shall never fall:” (2 Peter 1:10)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베드로후서 1:10)




이제 명령의 끝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4 Charity suffereth long, and is kind;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1 Corinthians 13:4
“That ye may b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for he 
maketh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eth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Matthew 5: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
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
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4 …charity envieth not;  
charity vaunteth not itself,  
is not puffed up,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1 Corinthians 13:4
Puffed Up!

lofty eyes

haught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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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21:4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은 죄니라.

우쭐댐,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5 Doth not behave itself unseemly, seeketh not 
her own, is not easily provoked, thinketh no evil;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 Corinthians 13:5

“Look not every man on his own 
things, but every man also on the 

things of others.”  
(Philippians 2:4)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6 Rejoiceth not in iniquity, but rejoiceth in the truth; 
7 Beareth all things, believeth all things, hopeth all things, endureth all things.  
6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 Corinthians 13:6-7

“Yea, and if I be offered upon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I joy, and rejoice with you all.”  

(Philippians 2:17)

빌립보서 2:17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Faileth: ekpipto - fall to the ground, like flowers; become powerless

Fail: 꽃처럼 땅에 떨어지다; 힘이 없어지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8 Charity never faileth: but whether there be prophecies, they shall fail; 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 whether there be knowledge, it shall vanish away.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1 Corinthians 13:8

Read the best books first, or you may not have a chance to read them at all. ~Henry David Thoreau

가장 좋은 책들을 먼저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책들을 읽을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9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10 But when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Jesus Christ], then that which is in part 
shall be done away. 
11 When I was a child, I spake as a child, I understood as a child, I thought as a child: 
but when I became a man, I put away childish things. 
12 For now we see through a glass, dark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

1 Corinthians 13:9-12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10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11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
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
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13 And now abideth faith, hope, charity,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charity.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1 Corinthians 13:13

믿음 사랑



• one of the greatest of the Post-
Impressionists 

• the eldest of six children of a Protestant 
pastor 

• a language teacher and lay preacher 

• In 1879–80, he experienced the first 
great spiritual crisis of his life. Living 
among the poor, he gave away all his 
worldly goods in an impassioned 
moment; he was thereupon dismissed 
by church authorities for a too-literal 
interpretation of Christian teaching.

Big things are done 
by a series of small things brought together. 

Vincent Van Gogh 
(1853-1890) 

큰 일들은 일련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빈센트 반 고흐

- 후기 인상파의 최고봉

- 여섯 아들 중 장남이 장로교 목사

- 어학교사이자 평신도 설교자

- 그는 1879-80년에 인생의 첫 큰 영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모든 세상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너무 문자적
으로 해석한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https://www.britannica.com/art/Post-Impressionism
https://www.britannica.com/art/Post-Impressionism
https://www.britannica.com/topic/Protestantism


The Starry 
Night, oil on 
canvas by 

Vincent van 
Gogh, 1889; i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City. 

This work was 
done when he 

was in a 
mental 

hospital. 

별이 빛나는 밤 —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유화, 뉴욕 현대예술관 소장


이 작품은 그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입니다.



• Small talk with a smile  

• Do a simple job

Start with small things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 웃는 얼굴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 간단한 일을 하세요.


야고보서 1:22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Put on Charity!

사랑을 입으세요.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Colossians 3:14)

 골로새서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명령의 끝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e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요한복음 15:12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THE ABCs OF GOD’S  
FOREGIVENESS AND SALVATION 

ADMIT you are a sinner.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3:23) 

BELIEVE Jesus took your sin upon Himself, died in your place, was buried, and rose 
from the dead for your justification.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CONFESS Jesus Christ openly, and ask him to come into your heart as your personal 
Savior. 

!For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Romans 10:13)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ABC

A: 인정하십시오 —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B: 믿으십시오 —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땅에 묻히시고, 당신의 칭의를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로마서 5:8)

C: 고백하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TO GET SAVED, PRAY IN SINCERITY AND FAITH 

God, I admit to You that I am a sinner and I am in need of your 
forgiveness.  
I believe that Your Son, Jesus Christ shed His blood on the cross and died 
there in my place for my sin. 
I believe that You raised Him from the dead for my justification.  
Christ, I now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as my Savior, and I ask You to 
receive me into Heaven when I die. In your name Lord I ask this. Amen. 

Please contact, Robert Kim 
getsaved1010@gmail.com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께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칭의를 위해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속에 구원자로 들어와 주시고, 제가 죽을 때 천국으로 저를 받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ilto:getsaved1010@gmail.com


 
Are you ready to win souls,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러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IIBC

Year 2021 Members=30 Addition Total

2022 30 30 60
2023 60 60 120
2024 120 120 240
2025 240 240 480
2026 480 480 960
2027 960 960 1,920
2028 1,920 1,920 3,840
2029 3,840 3,840 7,680
2030 7,680 7,680 15,360
2031 15,360 15,360 30,720

매년 두 배 씩 성장한다면, 

2022년 30명이 10년 후에는 30,720명이 됩니다.



  Let’s pray

Our Father in heaven, Thank you for your lovingkindness. 

We know that, 

You love us so much that you died for us, while we were yet sinners. 

But, we are so sorry,   
We do not love our neighbors enough to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Give us the courage and power to win souls! 

We pray in Jesus' name, Amen.



Charity Agape love

사랑 (아가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