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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4.갈 6:1-10 

 

사랑의 법 (6:1-10) 

The Law of Love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 신령한 = 영적인   

2. 죄 지은 사람을 대하는 지혜 

a.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b. 행동: “바로잡다” = mend, restore, set right, make complete 

c. 자신: 검증과 유혹에 대한 주의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 예수님의 초대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  나눔과 쉼 

 

(6: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1. Self-Deception (6:7) 

2. 영적인 교만  스스로를 높이 평가 하는 것 

 

(6:4-5)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1. “살피라”  examine, discern, approve, prove 

2. 자신의 일을 검증하는 자세  자랑 

3. 다른 사람의 일을 건증하는 자세  정죄와 판단 

4. 자신의 일과 사역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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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1. 가르침을 받는 자의 예의 

2. 가르치는 자의 수고에 대한 인정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 Self-Deception (6:3) 

2.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a.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3.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4.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도 속일 수 없다. 

5.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과(세상 원리)  

6. 하나님의 원리 

a. 마태복음 25:24-26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b. 마태복음 25:21,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c. 마태복음 25: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세상의 유혹  

2.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인도 

3. 두 다른 결과: 썩어질 것 vs. 영생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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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을 행하는 기본 정신  

a. 포기 vs. 인내와 꾸준함과 한결같음  쉽지 않음  

b. 바른 이해와 분별력  

1) 하나님의 때 vs. 나의 때 

2) “때(kairo,j, 카이로스)가 이르매 거두리라” 

3) 씨 뿌리기(나) vs. 추수하기(하나님+어떤 사람)  

2. 선을 방해하는 것들 

a. 결과가 없을 때  실망 

b. 거부/거절/퇴짜  상처 

c. 방해/반대/오해  의심 

d. 분열/다툼/시기  낙심 

3. 디도서 3: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 기회(kairo,j, 카이로스) 있는 대로 vs. 시간(크로노스)이 되는 대로  

 때와 시기 vs. 일반 시간  

2. 모든 이 vs. 믿음의 가정  

 착한 일을 하라 vs. 더욱(특별히, especially)  

3. 히브리서 6:9-12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16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