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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로마서 제 3 강                                                                  
말씀 / 로마서 2:1-16
요절 / 로마서 2:6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1.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1a)?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1b)?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2)? 

2.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3,4)? 하나님이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조 벧후3:9)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5)? 

3.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6-8)? (참조 고후5:10)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각각 어떤 결과가 있습
니까(9,10)? 여기에는 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까(11)? 

 
4.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12,13)?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무엇이 율법이 됩니까(14-15)? 하나님은 언

제 각 사람이 은밀히 행한 것까지 드러내어 심판하십니까(16)?

V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V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
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벧후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V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
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후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V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
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
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
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