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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14-22절 말씀

우상 숭배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성찬에 참여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스라엘, 제단에 참여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 숭배, 귀신의 식탁에 참여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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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0장 23-30절 말씀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음식)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가 차려 놓은 것(음식)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제물(음식)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고린도전서 10장31절-11장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0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