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마서 1:5-16

로마서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

제 2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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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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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변화 : 다움의 삶
8.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

9. 믿음이란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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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
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 함과
같으니라.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로마서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

제 3강 죄악론 : 죄란?
김 종 배

(한동대학교 명예교수)



로마서 요약

초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1:1 ~ 8:39

하나님의 의를 변호함
9:1 ~ 11:36

하나님의 의를 적용함
12:1 ~ 16:27

구

성

정죄:
하나님의

의의
필요

1:1 ~ 3:20

칭의:
하나님의

의의
전가

3:21 ~ 5:21

성화:
하나님의

의의
표명

6:1 ~ 8:39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

9:1 ~ 9:29

이스라엘의
현재 배척

9:30 ~ 10:21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

11:1 ~ 11:36

그리스도인의
의무

12:1 ~ 13:14

그리스도인
의 자유

14:1 ~ 16:27

주

제

죄 구 원 성 화 주 권 (예정론) 봉 사

교 리 실 천

장 소 고린도가 가장 유력함

연 대 주 후 약 57년 경



I. 도입 (서론) ………………………………………………1:1-17

II. 정죄 (죄악론): 하나님 의의 필요 ……………………1:18-3:20

1. 이방인의 유죄………………………………………………………………………….…1:18-32

1) 이방인 유죄의 이유…………………………………………………………….…1:18-23

2) 이방인 유죄의 결과…………………………………………………………….…1:24-32

2. 유대인의 유죄………………………………………………………………………..……2:1-3:8

1) 유대인들은 진리에 따라 심판 받음……………………………………………2:1-5

2)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음…………………………………2:6-10

3) 유대인들은 공평하게 심판 받음………………………………….……………2:11-16

4)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2:17-29

5) 유대인들이 계시를 믿지 않음…………………………………….……………3:1-8

3. 결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3:9-20

로마서 개요: 제1부 하나님 義의 계시(1:1 ~ 8:39)



죄 악 론 :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죄란?
-무지의 결과 교만으로 나타난 현상 : Socrates
-영혼이 물질세계(모)안에 갇혀 있는 동안의 불완전함-희랍사상
-종교개혁이후 :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나 거역
*히브리어, 헬라어 상의 단어 의미
- 목표물을 못 맞힌 것
-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것

- 계약을 어기어 삐뚤어진 것

###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 죄는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죄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고
고백할 때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내가 죄인 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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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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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하느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죄인)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
로부터 나타납니다. <공동번역>

• 18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새번역>
•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쉬운성경>
• 18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King James Version>

•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죄인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치않음

godlessness
불의

Unrighteousness
Wickedness

죄인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 ☞문 무엇에 대해 나타나느냐? 
•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 ∙ 진리 : 신적 속성을 가지신 최고의 존재에 대한 사실 이것은 창조된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인류

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압한다.              (19, 20의 내용)
• ∙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 者
• ∙ 진리를 억압하는 者
• ∙ 이방인들
• •경건치 않음
• ∙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반종교적 (Godlessness)
• ∙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
• 『하나님의 진노란 악에 대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자의 사랑과 선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

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사랑치도 않으실 것이다.』 -Meyer-

•
•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을 반역하여 돌진하는 者가 느끼는 하나님의 의지의 역풍이다』 -Brunner-
• -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거나 가로채거나 다른 어떤 자에게도 돌릴 때에 하나님

의 이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 ∙ 죄를 섬멸하시는 의지
• ∙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감
• ∙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의로운 의지이며, 결코 화해할 수 없고 간과 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심판



• 결론>
•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러나 흔히 죄라고 할 때 :
• 1) 나타난 결과(우상숭배, 성적과오, 도덕적 잘못)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 2) 외부(사단이나 환경등)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 3) 본능 (정욕, 식욕, 명예욕등)이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죄의 유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죄의 출

발점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어떤 것으로 생각,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그 원천을 돌리게 된다. 죄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비롯됨을 깨달아야 한다.

• •바울은 구원론에 들어가기 전 죄악론부터 시작을 한다.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다.
• •하나님의 진노
• ∙ 하나님의 심판을 표시하는 속어
• ∙ 구약초기 :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레 10:1, 면16:33) 
•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한데 대한 징계 (렘 1:11-17, 겔35:115; 36:15)

• 에스겔 35:15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네가 기뻐한 것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오, 
세일 산과 에돔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신약 : 말세적인 심판 표시 (마3:7, 살전1:10, 계6:16)
• ∙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증오의 분출을 표현한 것
• ∙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면 느껴야 하는 부분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 18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19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
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신경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옵
니다.(새번역)

§ 우리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
심을 받았나이다.   계4:11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Paul Gauguin



진화론의 과정 : 어디로?

Oh , that is so poor excuse!



혼돈(chaos) 스럽다 !!!소설이다 !!!



진화론은 근거가 없다!!!!

그림 : 멸종위기의 수원청개구리(좌)와 청개구리(우) : 겉모습은 거의 똑같
지만 서로 교배가 안되어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

창조론

시간의 필요성 :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

방향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

능력의 하나님을
전제

진화론

시간이 절대적 :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

지구의 나이?

방향이 없다.

우연이다.

“하나님이
없다”를 전제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계4:11



교과서는 진화론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

가설논쟁





진화론은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는
억지 이론이다.

ü기독교인은 고대인인가?
Ø진화론을 부정하면 고대인

인가?



기린의 목은
왜????
길어졌는가?

…주장하였다

목을
뻗친
결과
길어진
것이다…

유전학에
의하여
부정되고
말았다

타당한 것 같이
보이나…..



용불용설??
문제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소수민족 수리족은 귀를 늘
어뜨리거나 입술을 넓게 하는 종족이 있다.  이들의 후손
은 나중 귀가 찢어지고 입술이 넓게 된 자손이 태어날까?

<에디오피아 수리족, 미인의 상징>

태국 치앙마이 Long neck “카렌족”
단속평행설: “괴물이론”







“이것은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
들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이 잘못된 그림이 한 세기 동안 교과서
엔 아무 생각없이 사용된 것은 경악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 해야 한다.
-Michel Richardson-



죄악론의 결론(롬2장)
19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3장 21 이제는 ,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
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
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
타내려 하심이니

•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죄인)들의 특징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쉬운)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2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22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쉬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무관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 24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to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2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
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쉬운)

• “차별금지법 “
•

• 창1:1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왜냐? 존재는
당연히 인정한다는 의미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도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고 우리는 논할 수준이 되
지도 못하고 위치가 되지도 못한다. (이동원)

•



지혜(wisdem)
•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 삶의 지혜
•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

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 얻어지기도 한다(시 111:10). 시편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
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 고린도전서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느니라

• 종종 인격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전 1:30).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를
통해 복음 안에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고전 2:10). 

•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한다(약 1:5). 
이유는 참된 지혜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약 3:17).

• 고린도전서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1892&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706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5697&ref=y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5293&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7076&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2844&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3607&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025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4873&ref=y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http://bible.godpia.com/etc/search.asp


“죄에 대하여서라 함은 저희가 나 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16:9)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무엇이 죄인가 !!
창조주
하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