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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2.에 2:1-10 

 

구속하신 목적: 선한 일 (2:1-10) 

First Redemptive Purpose: Good Works 

 

(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번역)”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번역)” 

1. 과거의 상태를 설명 

a. “죽었던 너희를”  영적인 죽음  

b. Separation(사전: 1.분리 2.이별 3.구분 4.이탈 5.떨어짐) 

c. 영적인 좀비, walking dead 

2. 허물(para,ptwma, trespasses, transgressions) 

a. “a slip or fall”  타락  

b. “a lapse or deviation from truth and uprightness”  탈선 

c. 불순한 의도  불법, 범죄 

d. “허물: 하지 말라고 한것을 하는 것” 

3. 죄(a`marti,a,, sin) 

a. a miss (of mark)  

b. 화살이 과녘을 못맞춘 것  

c. 순수한 의도  부족, 실수   

d. “죄: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 

4. 우주적인 죄의 문제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 죄의 결과 

로마서 6:23a “죄의 삯은 사망이요...”  

6. 사망 후의 심판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 “행하여” – 걷다(walked)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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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조(aivw,n)  

사전: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른 흐름  

영어: course, ways, age 

3. aeon: 1 billion years; a divine power or nature emanating from the Supreme Being and 

playing various roles i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e  한 기간의 영향권 

4. 이엔(aeon) > 시대(era) 

5. “공중의 권세 잡은 자” =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6. 영적인 흐름과 존재의 연계성 

7. 현실을 영적으로 다뤄야 하는 필요성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 그 연계성의 결과 

2.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desire, lust, passion)” 

3.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  생각(mind, thought, attitude) 

“원하는 것(will, wish, desire)” 

4.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by nature”  그 결과에 의한 상태 

진노의 자녀 vs. 하나님의 자녀 

 

(2: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1. “긍휼(자비, mercy, compassion)”  하나님의 마음 

2. “풍성하신(부요한, rich)” 

3.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 2:1 의 “살리셨도다” 

2.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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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5) 

2. “함께 일으키사”  

3.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key word 

2.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긍휼, compassion  

3.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  

4.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대(aeon 의 복수) 풍조(2:2, 단수)  영향력과 기간의 비교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2.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3. “구원을 받았으니”  are saved  

4. “이것은”  구원 

5.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본질상, by nature” 

6.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2:8)” 

2.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자랑 

3. 로마서 3:27-28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 로마서 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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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른 정체성 

 God’s creation, workmanship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복 = 중요성 

3.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4.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5.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we should walk (live) in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