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용 제 93호 

선교회 성경공부 교재 

                                            (제 3권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2021.3.7.주일 

  ■ 도입  

* 19장에서는 그리도인의 자유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1)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가지 

   

1)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2)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 

3) 무해무익한 일들(아디아포라1)로부터의 자유 

 

*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Tip> 

       1) 우리가 의로워지는 문제에서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칭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를 성취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로 내세워야 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갈 5:1-4)  

       2) 우리 양심이 율법의 강요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말 3:17).   

       3) 우리 주변에는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등 때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 그것들을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빌 4:11,12).  

 

 
1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이란 뜻의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7368&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97068&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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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와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Tip> 

      자유에 너무 취해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혹 내 자유로 인해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려 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범사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유 위에 사랑이 있고, 사랑 위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양심은 모든 인간의 전통이나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통치입니다. 영적 통치는 양심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사회적 통치는 외면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회 생활이 그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또 영적 생활이 그의 사회 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교훈을 사회 생활에 잘못 적용하면 

안됩니다.  

 

Q1)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자유합니다. 세 가지 부분 중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Tip: 첫째,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 둘째,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 / 셋째, 무해무익한 

일들(아디아포라)로부터의 자유) 

 

 

Q2) 그리도인의 참 자유는 자신의 자유가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때로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포기하는 자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Tip: 자유에 너무 취해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혹 내 자유로 

인해 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