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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0.갈 2:15-21 

 

율법에서 사랑과 믿음의 삶으로 (2:15-21) 

From Legalism to Life of Love and Faith 

 

(2:15-16)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 사도 바울의 거침 없는 선민사상(Chosen People) vs. 이방 죄인 

2. 율법의 문제와 부족 

a. 2:15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b. 2:16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c. 시편 132:1-2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d. 로마서 3:20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 믿음으로 얻는 의 

a. 믿음으로 얻는 의 vs. 율법의 행위(종교, 전통, 규범) 

b. 2:15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c. 빌립보서 3:9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2:17-19)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a.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단어 

b.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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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율법에 대해서  

1) 로마서 7:12-13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2) 로마서 7:21-24 “21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d. 그리스도 안에서  

1)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 The Great Misunderstanding 

2.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a.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 

b.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자는 범법한 자다. 

c. 절대로 율법(행위, 종교, 전통, 규범)을 다시 세월 수 없다. 

3. The Great Remedy  

a. 2:19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b. 2:20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2:19)”  

 발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a. 죽음과 부활  

b. 생명과 새로운 삶 

3.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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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그리스도 

b. 율법  사랑과 믿음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