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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3.에 4:13-24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4:13-24) 

Put on the New Self in Love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 “믿는 것과 아는 일”  정보와 지식 

2. “하나가 되어”  공동체적인 노력 

3. “온전한 사람”  perfect, complete  

4.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와 같이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 고린도전서 13: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2.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vs. 진리와 거룩함 

3.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파도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 “말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2.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훈과 성장의 중요성 

3.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균형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 에베소서 2:20-22  

2. 도움  연결  결합  역사  성장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3. 교회의 조직과 생명 (organization vs.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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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강조 

2.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 vanity, futility, emptiness of their mind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4: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 총명  생각(thinking), 이해(understanding) 

어두워지고 vs. 빛, enlighten  

2.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공유된 무지(ignorance)  

3. “마음의 굳어짐”  hardness of hearts; 바로의 마음 

4.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4: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 “감각 없는 자”  굳은 살 become callous  

2. “방탕(sensuality: 호색, 음란; licentiousness: 무도덕)  

3. “방임” hand over  

4.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 탐욕, greed 

 

4: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4: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도 

2. 예수님께 듣고  직접적인 전도 

3.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  간접적인 전도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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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혹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욕심, deceitful desires  

2.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삶의 방식 

3. “옛 사람” vs. new self  

4. “벗어 버리고”  버리라!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1. to renew, to become young again vs. 새로운 마음과 각오 

2. 심령: in the spirit of your mind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2.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3. 새 사람을 vs. 옛 사람을 

4. 입으라 vs. 벗어 버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