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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7.갈 5:2-26 

 

율법과 성령 (5:2-26) 

The Law and the Spirit 

 

(5: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1. 할례는 준비하게 하는 기초 교육  

a. 노력과 열심을 요구  

b. 종살이  강요와 의무 

2.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  

a. 유익: gain, profit, achieve (something); help, benefit, aid, be useful (to)” 

b. 성취된 구원 + 알파 

c. 자녀  자유와 자원하는 순종 

d. 율법의 종교가 강한 조직: 자유와 생명력이 없다.  강직되고 엄한 분위기  

 

(5: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1. “의무를 가진 자”  “채무자”  

2.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율법에 귀속되려는 시도  

3. 613개의 법률 

4. 야고보서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5. 기독교 이단: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 (observance of Sabbath and dietary laws) 

 

(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관계가 끊어지고(무력/무효화 되고) 구원(은혜)에서 떨어진(타락한) 상태 

3. “그는 그리스도와 은혜를 포기하는 자이다” – 존 칼빈 

 

(5:5-6)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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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령(하나님)과 믿음(사람)의 협력의 결과  

 사랑(하나님)으로 역사(일, 사람)하는 믿음  

2. 의의 소망: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3. “기다리노니”  간절히 기다리노니, eagerly wait 

4. 그리스도인은 “의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 

5.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key word  

6.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력화된 율법의 기준 

7. “사랑으로 역사(일)하는 믿음뿐이니라”  

a.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사) 주시는 믿음 

b.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1)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2) 믿으면 나타나는 열매: 인내, 용서, 관용, 권면, 등 

 

(5:7-8)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1. “달음질”: run; exert oneself, make an effort; speed on, make progress 

2.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부르심  진리를 순종하는 것  

4. 순종하게 못하게 방해/훼방하는 것들  율법주의   

 

(5:9-10)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 누룩(yeast)  발효(fermentation)  

2. 마태복음 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 마태복음 16:6,11,12(5-12)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4.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 



3 
 

(5:11-12)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 사도 바울의 박해(핍박) 

a. 유대교 추종자(외부)  초기(사도행전) 

b. 유대교 개종자(내부)  후기(바울서신, 옥중서신) 

2. 십자가의 걸림돌  할례(율법주의) 

3. “어지럽게 하는”  unsettle(동요시키다, 뒤흔들다)  

4.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거세하다(to mutilate, castrate oneself)  

5. 고린도전서 1:18-25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5:13-15)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5:1)”  종의 멍에 = 율법주의 

2. 자유를 위한 부르심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3. 주어진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4. 율법의 핵심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5. 다툼의 결과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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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8)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5:19-21)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25-26)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