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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있는 사람들, 11주

“향기”

브래드 목사

고린도후서2 Corinthians 2:14-17

14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But thanks be to God, who in Christ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and

through us spreads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everywhere. 15 For we are the

aroma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16 to one a fragrance from death to death, to the other a fragrance from life to

life.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17 For we are not, like so many, peddlers of God’s

word, but as men of sincerity, as commissioned by God, in the sight of God we speak in

Christ.

로마서Romans 8: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in order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누가복음Luke 6:27–31

27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28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30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31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But I say to you who hear,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28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29 To one who strikes you on the

cheek, offer the other also,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cloak do not withhold

your tunic either. 30 Give to everyone who begs from you,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goods do not demand them back. 31 And as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so to them.

누가복음Luke 6:32-36

32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34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35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2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33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do good to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do the same. 34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to receive,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to get back the

same amount. 35 But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the evil. 36 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

누가복음Luke 6:37-38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Judge not, and you wi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누가복음Luke 6:43-45

43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45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For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again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44 for each

tree is known by its own fruit. For figs are not gathered from thorn bushes, nor are

grapes picked from a bramble bush. 45 The good perso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his

heart produces good, and the evil person out of his evil treasure produces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his mouth speaks.

로마서Romans 13: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Owe no one anything, except to love one another, for the one who loves another other

has fulfilled th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