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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성전 (이 교재는 김경민 목사가 준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14-7:4  

 

 

1. 복음을 믿게 된 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

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It is right and proper for those who trust the gospel to live in such a way that is different 

to the non-Christians. In what area of your life are you the most different from non-

Christians around you? 

 

 

 

 

 

 

2.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14 절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고린도에 만연했던 

<우상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10 장에서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

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적용되어야 하

겠습니까?  

The command ‘not to be unequally yoked with unbelievers’ in v14 was a command 

concerning primarily about not participating in the idol worship that was so prevalent 

in Corinth (You might recall how Paul wrote at length in 1 Corinthians 8-10 answering 

their question on eating food that was offered to idols). In areas or on what issues 

should this command be applied in 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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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How does Paul explain why the Corinthian Christians should not participate in 

worshipping idols? 

 

 

 

 

 

 

4. 6:11-13 과 7:2 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6:14-7:1 의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 부분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6:14-7:1 의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

씀이 지금까지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6:11-13 and 7:2 seem to flow seamlessly. Therefore some people see 6:14-7:1 as 

‘unnecessary’ while others go as far as saying that 6:14-7:1 was written by someone 

other than Paul and was inserted later on. What do you think is the relevance of 6:14-

7:1 in what Paul has been saying? In what sense is this part the centerpiece of what 

Paul has been tea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