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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장 1절

[표준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쉬운성경]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공동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개역한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New Intl. Version]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King James Version]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복음과 택정함 1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4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2-4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4 택정함을 입었다.
§ 경계선을 그어 구획하다. 한계를 두다. (분리시키다 +…으로부터)
§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두다. 즉 사도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

4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로선 도전적인 단어다. 로마황제가 국민에게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감히 복음이라고 했으니, 진정한 왕은 주님이심을 내심 강조한 용감
한 선포라 할 수 있겠다. 주님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신앙심이 1절만으로도 철철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1절

[표준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쉬운성경]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공동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개역한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New Intl. Version]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King James Version]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로마서 1장 2절 - 4절

[공동번역] 2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3그것은 다름아닌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4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번역] 2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인간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4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심

으로 그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King James Version] 2Which he had promised afore by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3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which was made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4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예수님에 대하여: 둘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그의 신성에 대해 말한다면 여기선 인성에 관해 말씀 하신다. 복음의 핵심 : 예수 그리스도주

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다웟의 血統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우

리의 조상 단군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하실까?

4 세상의 어느 나라 조상이 이렇게 나셨다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후손들에게 감사할 이유

가 된다고 믿는다.

4 육신 :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 및 연약성을 가진 인성을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 사용될 때에는 죄나(히 4:15), 부

패성(고후 5:21), 도덕적 연약성은 용납 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적 몸의 연약성을 가진 인성을 가리키는 것뿐이다.(요

4:6, 마21:18, 막11:12, 요19:28)

4 메시야가 다웟왕통을 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 하셨다. (사 11:1, 렘23:5, 33:15) 신약

에서도 이를 확증하는 구절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나셨고 : 새로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

4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인간의 한계 아래 두심으로 새로운 상태 혹은 조건 안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을 의미 창

조자가 역사 속에, 절대자가 시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다. (마1:1)



문제로 이해하는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1-4

1.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부르심,택정함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수동적인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
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2.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
이며 무엇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까?

3. 복음이란 말뜻은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4.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당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로마서 1:5-16

로마서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

제 2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 그리스도
[개역개정 4판]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

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새번역] 5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

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u 그는 누구인가?

첫째 :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기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다고 한다.

둘째 : 육신으로는 다웟의 혈통에서 나셨다.

셋째 :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넷째 :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 은총(행7:10), 호의(행24:27, 25:3, 9), 은사(고후9:15),아름다움(벧전2:19-20), 감사(눅17:9, 롬6:17, 고전10:30, 고후2:14, 골

3:16, 딤전1:12, 딤후 1:3)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은혜로 되는 것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은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며 제한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도의 직분

사도도 자기가 원하거나 힘쓰거나 사람들의 추천이나 선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1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산다는 게 감사하다.

이방인 중에서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선택,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일컫는 이유를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 모든 유대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들의 사명이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유대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롬 11:13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롬 11: 14

은혜



1. 믿음에 대한 순종

2.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에 한해서 생긴다

3. 목적속격 (objective genitive) : 믿음으로부터 솟아나온 순종

• 믿음의 특징이 되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 Vincent 

• 믿음 안에 존재하는 순종 : Denny

•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게 되는 상태 : Alford

•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 고후 10 :5 

• 순종은 믿음의 성격이다.

• 믿음은 항상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 순종은 믿음의 본질이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고 복종하게 하려고 (새번역)



믿음이란?

1. 믿음이란“순종”이다

1) 말씀에 대한 순종 2) 상황에 대한 순종

2. 믿음이란 “용기”다.

3. 믿음은 “시선”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4. 믿음이란 “다루어짐” 이다: 수동적인 태도

5. 믿음이란 “신실”이다.

6.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다

: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이다

: 손에 닫는 것이다. 이론이 아니라 실재다.

7. 믿음이란 “자기발견”이다: 미운 오리 새끼= 신분 변화 : 다움의 삶

8.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

9. 믿음이란 “자유”이다.

10. 믿음이란 “삶”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진정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



선택된 자를 말한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소유에 대한 기본개념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사람은 소유하기는 좋아하지만 소유 당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고

백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종이다. 내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 는 것은 이것 뿐이다.

[개역개정 4판] 시편 139:13, 14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개역개정 4판]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

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NIV] 7 To all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saints: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새번역] 7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

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다.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 33:3

신약에서는 신자에 적용, 행 9:13 에 처음 나오며 하나님께 바친 자 또는 구별된 자를 뜻한다.
‘분리한 자’, ‘따로 세운 자’: 하나님의 것 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구별/예정(?)하여 분리시켜 놓았던 자들을 불러내어 성
도 되게 하는 것이다.

•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의 명사형 =택정함을 입은 자(롬1:1)

•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도’의 지위를 주셨다.

• 인사는 축복으로 되어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 평강은 은혜 받은 者가 누리는 것이다 (5:11)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인식 인사 평강은 유대인식 인사



[문제] 바울의 감사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 무엇을 왜 ? 감사했습니까? :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 

• 누구를 통해 감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옴으로, 모든 감사도 그리스

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감사의 원천 =그로 말미암아

[적용]

• 로마인의 신앙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바울의 신앙, 당신도 당신 이웃 가족의 신앙을 당신의 일처럼 여기는가? : 선교의 기본

• 남이 잘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려움에 대해 함께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 8-13 : 바울의 태도 :  1) 감사하고 2) 기도하고 3) 보기를 원한다-선교

[개역개정 4판]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KJV] 8 First I thank my God through Jesus Christ for all of you, because your faith is being reported all over the world.

[공동번역] 8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말미암’의 종교이다



[문제] 바울이 전심전력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나 와: 매우 강조적인 의미

•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롬 9:1과 비교)

• 항상 쉬지 않고 기도(pray without ceasing 살전5:16-18)하는 자세를 배워라. 

영어성경엔 ‘쉬지않고’를 ‘constantly'로 표현했다.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

라 끊임없이, 변화 없이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성(homeostasis)=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 현재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개역개정 4판] 롬 9: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개역개정 4판] 9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NIV] 9 God,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is my witness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전도의 대상 : 특정인이 아니다.

빚진 자라
• 깊은 使命感을 나타낸다.

• 의무감

•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볼 수 있다.

• 사람을 대하는 겸손과 철저한 사명감을 표시한 것이다.

빚진자는 빚을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 복음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빚진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빚
진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새번역] 10 어떻게든지 길이 열려 여러분이 있는데로 가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 내가 여러분을 안타깝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선물을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to make you strong) 12이것은 내

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NIV] 12 that is, that you and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개역개정 4판]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NIV] 14 I am obligated both to Greek and non-Greeks, both to the wise and the foolish.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 49:23-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인, 문대(?)를 자랑하는 헬라인,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

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고전 1:23) 인간적 감정과 안목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다.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완전함의 의미다. 부끄럽지 않는 것은 복음뿐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4판]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

[NIV] 15 That i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to you who are at Rome. 16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 first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의 요구는 믿음이며 결과는 구원이다.

모든 믿는자: 구원의 제한성 믿는 사람 택정된 자를 뜻한다.

예수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1:6),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1:7)

• 믿음의 종국은 영혼구원이다. (벧전 1:9)

• 16,17 : 구원, 신앙, 의인의 개념이 함축.



구원

[구약]

1. 개인적인 육적 재해에서의 해방 (삿 15:18, 삼상 11:9)

2. 전민족의 구출 or 해방 (출 14:13), (사 45:17)

3. 오실 메시야에 의한 完全한 해방 (눅 1:69, 71, 77)

[신약]

1. 과거로서의 구원 : 예정,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

2. 현재로서의 구원 : 믿음으로 죄에서의 해방 (롯 6:7, 18, 갈 1:4)

3. 미래로서의 구원 : 종말론적인 심판에서의 구원 (롯 5:9, 고전 3:15)

• Barclay :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 9:21, 눅 8:36)

• 위험으로부터 (마 8:25, 14:30)

• 생의 악영향으로부터의 (행 2:40)

• 잃어버림에서부터의 (미 18:11, 눅 19:10)

• 죄로부터 (마 1:27)

•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룸 5:9)

• 종말론적인 구원: 시간의 피안에서 完成되는 구원



복음은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순서 : 복음은 유대인에 依해 예언되었고 준비되었다. 첫 참 제자도 유대인이었다. 이들에 의해 이방인

에게 전해졌다. 즉 그들의 거부로 인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시기하게 하여 다시 유대인도 구원 받게

된다: 바울의 웅대한 歷史哲學을 엿볼 수 있다.

[연구문제] 굳이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분명히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절

[개역개정 4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NIV]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תֹואָרְתִהְל

https://pollylingu.al/he/ko/items/6168


복음 = 하나님의 能力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하셨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選택 했다고 믿습니다.

99.9% 하나님이 하셨고 내 몫은 오직 0.1% 일터인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실 0.1%도 못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라고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 골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내 귀를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

나님의 能力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反応, 조건도 아닌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選擇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개역개정 4판] 고전 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선택하고 이해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암아“된 것이다. 또한

감사할 것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서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

제 3강 죄란?



죄악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4 죄란?

무지의 결과 교만으로 나타난 현상 : Socrates

영혼이 물질세계(모)안에 갇혀 있는 동안의 불완전함-희랍사상

종교개혁이후 :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나 거역

4 히브리어, 헬라어 상의 단어 의미

§ 목표물을 못 맞힌 것

§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것

§ 계약을 어기어 삐뚤어진 것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죄는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죄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고 고백할 때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

게 된다.

내가 죄인 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필요성이다: 4영리 중 2단계



4영리 Spiritual law

God'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Jesus, The Only Way!
예수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
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Man’s Sinful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Receiving Christ through Faith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
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u







25kg의 개 정도 크기의 동물이 30m에 150톤이나 나가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6,000 배로 몸무게가 커져야 한다. 대왕고래

(blue whale)의 혀는 코끼리만큼의 무게가 나간다고 한다. 모든 신체 장기도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의 크기는 사람의 주먹 크기에서, 폭스바겐 자동차 크기로 진화되어야 한다. 심장 판막은 작은 동전 크기에서

커다란 쟁반 크기로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번을 뛴다. 반면에 고래의 심장은 1분에 단지 9번만을

뛴다. 그러나 고래의 심방 박출력은 사람의 박출력 보다 몇 배나 강하다. 이것은 전체 순환 시스템에 대대적인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한다. 사실, ”찰스 다윈도 그의 ‘종의 기원’ 서두에서, 수염고래와 다른 고래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진화했는지는 해양

포유류의 진화에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그 시작에서 말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