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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준 03/25/2021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골로새서 1:13). 우리가 자신과 죄 만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셨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 일서 4:10, 19).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무기력 할 것이다. 

 

1. 로마시대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었나요?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2. 로마시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3. 고린도 전서 1:26-27 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들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가족구성원이 되기로 예정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죄의 붙잡힘과 정죄에서 구해 

내셨다. 바울처럼 우리는 그분에게 자원하여 포로가 되었고, 기쁨이 충만한 죄수가 되어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백성에 속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빌 3:12).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4.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당신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나요?  

 

 

5.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인들을 죄의 속박으로 부터 자유하게 하시고자 예정하셨다면, 왜 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여전히 죄된 삶에 얽매여 있을까요?  

 

 

 

6. 요한 일서 2:4-5절을 적은 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나 유효한지 적어보세요.   

 
 
 
 

구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단수이다. 오직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거룩한 성령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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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적은후  간략하게 요약해보세요.  

요한복음 8:36  

 

고린도 후서 4:6  

 

에베소서 2:4-5   

 

8.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구원을 선물로 줄 뿐 아니라 그 선물을 받기에 필수적인 회개하는 믿음 또한 

주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에 당신의 공로 (credit) 는 얼마나 되나요?  셩경구절로 자신의 답을 

뒷받침 하십시오.  

 
        

                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나요?    

 

 

9. 데살로니가 후서 2:13-14절을 적고 이 구절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적어보세요.   

 
 
 
 

1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6절을 읽고 당신이 어떻게 믿지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설명할 지 적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속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에 대한 용서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주인의 

속박에 메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는 치명적인 죄악의 결과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요일 2:12).  

 

 11. 로마서 8:1-2절을 읽으세요. 당신의 삶은 어떤 법에 의해 지배되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2. 야고보서 1:18절을 적으십시오. 아고보는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나요? 

 
 
 

13.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는 치명적인 죄악의 결과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워 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단기적인 결과는 

피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유혹들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유혹들을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단기적인 결과를 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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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칸에 “그리스도” 혹은 “죄” 를 넣어 아래 문단을 완성해 보세요.  

      ________와는 다르게 ________는 완벽한 주인입니다. ________는 가장 악독하며 가장 불의한 주인이지만 

________는 가장 사랑이 많으며 자비로우신 주인입니다. ________의 짐은 무겁고 추악하지만 ________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________는 자신의 노예들을 어둠과 죽음안에 가두지만 ________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삶을 선사합니다. ________는 속이는 자이고 부수는 자이지만 ________ 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________ 의 노예로서의 삶은 모든 미움과 고통과 사악함으로 가득했지만 ________ 의 노예로서의 

삶은 선함과, 영광과, 즐거움과 의로 가득하다.   

 

   15. 그리스도의 자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개염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_______________     되었다. 

          참 자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작되며  

          죄악의 노예 상태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니다.  

 

 

적용: 

1. 그리스도안에서 자유해진 사람의 삶은 목적성 없는 나태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힘 재능 그리고 돈을 사용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2. 존 뉴톤과 찰스 웨슬리는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달은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시로 또는 작사를 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 작사를 써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