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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린도후서 제 2 강 

말씀 / 고린도후서 2:1-17

요절 / 고린도후서 2:15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1. 바울은 왜 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자 결심했습니까(1-2)? 바울이 지난번에 편지를 써 보낸 이

유가 무엇입근니까(3-4,9)?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사도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1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는 누구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까(5; 고후7:12)?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6)?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7-11)?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후7: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

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6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

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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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은 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까(12-13)? 그는 왜 마게도냐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고후7:5-7)?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후7: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

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4.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14)? ‘이기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15)? 왜 똑 같은 향기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

니까(16)? 바울은 어떻게 말씀 역사를 섬겼습니까(17)? 

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

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