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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갈 3:23-4:7 

 

종에서 아들로 (3:23-4:7) 

From Slave into Son 

 

(3: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1. 율법 아래에 수감되고 갇혔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  

 죄와 정죄의 결과 = 율법 안에 소망이 없음 

2. “믿음이 오기 전에” +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인화) =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믿을 수 있는 믿음 

3.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24-2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1. 초등교사(개역개정) 

a. “몽학선생(개역한글번역)”: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훈장 

b. 파이다고고스(paidagwgo.j)”: 아이를 돌보거나 시중드는 노예(guide, tutor, instructor)  

1) 6세에서 16세(사춘기)까지 주인의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하는 자로 주로 노예였다. 

2) 주인의 아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한계가 있었다.  

2. 율법의 기능 

a. 인도함  그리스도께 

b. 깨닫게 함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게함  

3. 로마서 6:12-14 

“12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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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8)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1. 27절 번역: 

a. “For as many of you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ESV) 

b.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c.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귀)속하기 위한 세례를…” 

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 

3. 세례를 받음으로 생긴 지위의 변화  그리스도를 입음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가 사라짐 

a. 연합(oneness or unity)을 말하는가 평등(equality)을 말하는가? 

b. 역할(role)과 기능(function)은?  

5. 구원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edict)과 입장(standpoint) 

 

(3:29-4:5)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a. 믿음  신분의 변화 = 하나님의 아들 

b. 세례  지위의 변화 = 그리스도를 입음  

2.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가족 = 교회 

3.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가족)의 권리  

 

(4:1-5)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후손: 후견인과 청지기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현실)  

a. “우리도 어렸을 때(말을 못하는 유아)”  과거의 현실 

1) “후견인(보호자)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종의 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 

2)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세상의 시스템  

b. “그 아버지가 정한 때” = “때가 차매”  

1) “하나님이 그 아들(예수님)을 보내사”  믿음(의인화)의 오심과 계시(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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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심  입양을 받게 하심 

and  

3)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구출, 자유케)하심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1.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의 신분 

2.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a. “그 아들” = 예수 그리스도 

b. 그 아들의 영(the Spirit of His Son)  성령님의 다른 이름  

c.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올바른 관계를 형성  

3.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4: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 종에서 아들로 

2. 하나님으로 부터 받을 아들의 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