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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로마서 제 5 강                                                                                             
   
말씀 / 로마서 3:21-31
요절 / 로마서 3:21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1. ‘이제는’(But now)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21a)?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으며, 무엇에 의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21b)? 이 의는 율법의 의와 어떻게 다릅니까(22)? 

2.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23)?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24)? 
'속량'(redemption)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제물로 삼으셨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25,26)?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왜 피가 필요합니까? 
(참조 레17:11; 히9:22)? 예수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참조 히9:12-15; 벧전1:18,19) 

 

4.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27,2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
까(29,30)?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합니까(31)?

V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V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V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

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12-15)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

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V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
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