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실천
2018년 7월 11일
로마서 강해 12-16장
1.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1-11장
직설법, indicative
신학, 교리
구원 주제
믿음 강조

후반부
12-16장
명령법, imperative
실천, 윤리
성화 주제
사랑 강조

2. 구원에 근거하여 성화의 삶, 경건한 실천이 나온다
a. 직설법에 근거하여 명령법이 나온다
b.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
c. 은혜와 삶의 순서가 바뀔 때 신앙은 공로가 된다
d.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923: 윤리를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자유주의다
3. 교리와 실천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
a. 신학 없는 실천이 없듯이 실천 없는 신앙은 없다
4.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
a. 성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룬다
b. 구원도, 성화도, 영화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각장 주요 주제
12장: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1.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
a.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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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b. 새 생활의 출발인 예배
c.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
2. 은사에 대한 성도의 자세
a. 롬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롬12: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b.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c.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책임있게 섬길 것
d. 롬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3. 타인에 대한 성도의 자세
a. 롬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롬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b. 가장 힘겨운 타인을 향한 자세와 진정한 한 형제의 마음을
품는 삶
c.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 공동체의 삶
13장: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1.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a. 롬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b.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2. 율법의 완성인 사랑
a. 롬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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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b. 사랑의 빚: 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
c. 사랑이 율법의 완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의 원리로
행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도 성취한다
3.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a. 아우렐리우스 어그스틴
i. 기독교 역사에 은혜의 가르침에 집중한 바울을 계승한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긴 신학자
ii. 고백록400년경,

413-426년

신의

도성,

삼위일체론

400-419년
iii. 354년 오늘날 알제리에서 이교도 부친과 경건한 그리스도
인 어머니 모니카에서 태어남
iv. 371년 교육을 위해 카르타고에 보내졌으나 373년부터 382
년까지 9년 동안 마니교에 심취
v. 383년 이탈리아 밀란에서 신플라톤주의 사랑에 심취
vi. 386년 밀란의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 로마 카톨릭 두 번
회심 기념일, 1월 25일 바울, 5월 5일, 어거스틴
vii. 388년 아프리카로 돌아와 430년 사망할 때까지 히포의 감
독으로 섬김
b. 롬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롬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c.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중생할 때 이미 예수로 옷 입지만
지속적인 거룩한 신자의 삶
14장: 형제를 향한 성도의 새로운 삶
1. 연약한 지체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a. 롬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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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믿음이 연약한 자: 육식 피하고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
c. 구약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의 미숙함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성숙함
2. 목적이 정해진 성도의 삶
a. 롬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b.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위대한 고백
3. 형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
a. 롬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롬14: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b. 아디아포라: 희랍어 아아아폴론, 대수롭지 않는 것들, things
indifferent
i.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행동들
ii. Coram Deo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행하라
4. 하나님께 인정을 사람에게 존경을
a. 롬14: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b. 가장 성숙한 성도의 삶
15장: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울의 선교적 사명
1.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선교적 부르심
a. 롬15: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롬15: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b. 이방인들 향한 선교적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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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심
d. 능력의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e.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f.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성스런 순종
2.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변화 그리고 선교적 사명
16장: 사도와 동역자
1.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울의 동역자
a. 로마인과 헬라인, 여자와 남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b.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
c. 37명의 다양한 이름들
2. 가슴에 새긴 동역자들
a. 뵈뵈: 바울이 세운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일꾼
b. 브리스가와 아굴라
i. 롬16: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
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
니라
ii.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 바울과 합
류했던 사람들
iii. 이들로 인하여 바울의 1,2,3차 여행이 가능함.
c.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d.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인
e.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
f.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노예에게 사용하는
라틴식의 이름
g. 우르바노와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는 노예 이름
h.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유대인 이름
i.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들
j.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루포는
막 15: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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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4절, 아순그리도, 허메, 바드로바, 하마: 모두 노예 이름
3. 바울의 복음전파 사명
a. 롬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롬16: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롬16: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b. 복음의 나타남: 인류의 타락부터 지속되어 감추어진 모습으로
흘러온 복음의 물줄기
c. 복음의 시작과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선지자들이
통로
d. 복음의 목적: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e. 복음의 마침: 하나님께 영광
요약
a. 구원 받은 백성과 백성다운 성화의 삶
b. 총체적 영역에서 신자로서의 삶의 변화
c.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들께 사랑을
d. 은혜의 수납자와 선교적 사명
e.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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