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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nctified Life: Flesh v Spirit II 성화의 삶: 육체 v 성령 2 (갈 5:19-26) 

 
Contrasts with Warnings & Encouragements 
There’s nothing like a contrast with a warning on the -ve side & an encouragement on the +ve side to 
help motivate someone in the right direction. 
 
When I worked as a physiotherapist it became a key part of instructing patients in their therapy that when 
they took it to heart would nearly always lead to them reaching the goal of wellness & discharge. To give 
an example…..after intricate surgery to repair severed tendons in a patient’s hand….I would mention the 
contrast between an excellent result of a restored hand after 10 weeks….or a disastrous outcome where 
the tendon repair failed — usually in the first month. 
 
The contrast came with a warning on the -ve side…. “if you take your splint off & do whatever you want, 
then the repair will fail & you’ll need to have the surgery redone…though your hand may not regain its 
full function.” 
 
It also came with an encouragement…..if you comply with the protocol you have every reason to 
anticipate a great result. That consistently happened — those who complied experienced the 
promise….those who didn’t reaped the sad reality of the warning. 
 
As we move towards the end of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churches….we’ve seen him make a series 
of contrasts with warnings & promises:  Being enslaved to human effort — severed from Christ or free by 
faith in Christ waiting for the sure hope of righteousness 
 
Then last week, Paul made the transition….to the matter of sanctification — being set apart as holy & the 
contrast became Flesh with a warning about biting & devouring to destruction 
v Spirit…with the promise, ‘walk by the Spirit &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경고와 격려와 함께 나타나는 대비. 

누군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동기 부여하기 위해, 부정적인 경고와 긍정적인 격려의 대조는 꼭 필요 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 일했을 당시, 이는 환자들이 건강히 퇴원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환자들이 이를 마음에 새기면,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서 절단된 힘줄을 복원하기 위한 수술 후, 10 주 뒤 치료가 잘 끝난 긍정적인 결과와 보통 한 달 

안에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의 대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대조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목을 풀고, 하고 싶은 대로한다면, 손은 

복구되지 못할 것이고,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은 완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와 대비를 이루는 긍정적인 격려는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과정을 잘 따라 온다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함 가운데, 지시를 따른 자들은 약속을 이뤘으며, 그렇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경고의 내용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갈리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와 약속으로 일련의 대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 공로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확실한 의의 소망을 기다리거나. 

 

이제 지난주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런 구원에 기반하여 새로운 주제인 “성화”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나타낸 대비의 모습은, 육체의 삶을 따라 서로 물고 뜯으며 다툼하는 

모습과, 이와 반대로 약속과 함께 성령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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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 Paul continues the contrast b/w flesh & Spirit…..particularly ‘the works of the flesh’ & ‘the fruit 
of the Spirit’…..with a warning re the flesh & the promise of overcoming it 
 
The question of the passage to each of us is, ‘In what areas have I become blind to sin & barren in the 
Spirit’s fruit?’ God’s great purpose in this passage is that we would flourish in the Spirit’s fruit by grace 
after being sobered by sin & its terrible end point… 
 
Works of the Flesh with a Warning (19-21) 
v19,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fits of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ings like these.’  
 
The works of the flesh Paul says are ‘evident’ — ‘apparent’ … ‘obvious’ — the very nature of these sinful 
practices is that they clearly sinful — though in our sin, how often we excuse or downplay our sin!  
 
The Lord’s intent is that we would know the ugliness of sin, let the Spirit convict us of any in the list & 
heed the warning.  
 
The first are in the category of ‘sexual sin’. The word translated, sexual immorality is porneia from where 
we get the word, ‘pornography’. It’s the general word for sexual acts outside of marriage — the older 
translations called, ‘fornication’. The ancient Greco-Roman culture was much like our own — except that 
with television, computers & any number of portable devices with internet — pornography has become 
highly accessible….but no less excusable.  
 
Jesus said "everyone who looks at a woman with lustful intent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와 성령의 대비를 나타내고, 특별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죄에 눈이 멀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구절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의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 각성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에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에 대한 경고 (19~21 절) 

19~21a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일들에 대해 묘사하기를, 이는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본질은 분명히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히 죄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죄에 대해 

변명하거나 경시합니까! 오늘 구절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죄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런 죄의 목록에 있는 것을 뉘우치게 하사,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죄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는, 성적 죄입니다. “음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porneia 라고 하여,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는 결혼한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옛 번역에서는 이를 “간통”으로도 번역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는 우리 현재의 

문화와 매우 흡사했습니다…비록 지금과 같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포르노를 접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성적 죄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28 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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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word, ‘impurity ’refers to the uncleanness that is associated with sexual sin. It’s plain for all but 
the most seared conscience that there’s a particular moral pollution that’s obvious with pornography.  
 
The third word, translated ‘sensuality ’refers to unbridled sexual abandon…to throw off of all 
restraint….it’s the nature of sin as we saw last week to give way to further sin….dabbling leads to habit 
followed by addiction.  There’s nothing harmless about looking at pornography. It pollutes our heart & 
soul & degrades others so that we stop regarding our brothers & sisters with purity & regard them as 
objects. 
 
“Do you mortify; do you make it your daily work?; be always at it whilst you live; cease not a day from 
this work;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 John Owen 
 
The next on the list of works is idolatry — putting other gods before God. Paul has a similar list in 
Colossians 3 & names greed as idolatry. The deception of our idols is that they are often hidden. Tim 
Keller has some diagnostic questions to potential idols in our lives,  

- “What occupies your mind when you have nothing else to think about?" 
- “How do you spend your money?” 
- “What are your most uncontrollable emotions, and what triggers them?" 

From the power we give idols to the influence of evil over us….. 
 
The word, ‘sorcery’ is from where we get the term, ‘pharmacy’ — it conveys the kind of drug 
administration associated with the occult to cause harm — present-day examples are euthanasia & 
abortion.  
 
While our government promotes it & the majority in our society support it, the temptation is for us to be 
tolerant of it. Its advocates may be sincere & present all kinds of arguments that may even sound like 
virtue — but be under no doubt….. behind the movements of “pro-choice” & so called, “dying with 
dignity” is the spirit of Satan. We must resist all forms of sorcery. 
 

음행 다음으로 “더러움”이 언급되고, 이는 성적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포르노와 같은 성적 죄로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단어는 “호색”이며 이는 절제 없는 성적 방종을 의미합니다…이는 결국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죄악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잠깐의 죄는 결국 중독과 함께 습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이 그리 큰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남을 비하하여, 순결하게 형제자매를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여기게 합니다. 

 

존 오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매일 죽이십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죄를 

죽이며 하루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다음은 “우상숭배” 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은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세서 3 장에서 다시 

이에 대해 언급하며, “탐욕”을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우상의 속임수는 숨겨져 있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 삶의 잠재적 우상을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 바쁘지 않고 한가한 시간에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합니까? 

- “당신의 돈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이며, 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주술” 이고 “약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이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주술 가운데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예로, 안락사와 낙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부가 이런 행위를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그것을 지지하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관용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지하는 자들은, 여러 종류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런 주장은 

하나의 미덕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낙태와 존엄사로 포장되는 안락사의 주장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으며, 우리는 이런 모든 형태의 주술에 저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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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on Paul’s list of ‘works of the flesh’ is a group of eight whose common theme is the sin of a kind 
that dishonours another person that damages the relationship. V20 continued, ‘enmity, strife, jealousy, 
fits of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envy,’ We could call them, ‘social sins.’  
 
When we hear them listed like that they sound so ugly don’t they? Yet in the moment of resentment, 
rage or envy…..we rarely stop & consider the horror of who we’re becoming. We often do the opposite 
— we think we have the right to let our anger or jealousy run its course — we justify ourselves — we 
might even at times find ourselves taking pride in being frank….or not backing down from a fight. 
 
Notice that of the 15 works of the flesh….8 of them are in this category. These aren’t to be regarded any 
less lightly than the others. In fact, for many of us, the danger could well be that if we don’t struggle with 
the more obvious sexual sins….we become dull to the impact our actions might be having on others. 
Ask, ‘are there patterns of conflict or division with others?’ 
 
In seeing these vices listed in plain, confronting power….the Lord would have us consider where we’ve 
fallen that we would be sobered by the fact that there’s a mismatch with the new creation that Christ has 
made us to be. 
 
Paul concludes the list with ‘drunkenness, orgies and things like these’ to show that while not an 
exhaustive list, intoxication & gatherings with orgy-like practices were tempting the Galatians…. 
 
The word translated, ‘orgy’ originally didn’t just convey the sin of promiscuity but also the sense of over-
indulgence at banquets… It’s why it’s mentioned alongside drunkenness. Abandoning restraint through 
promiscuity, the excessive consumption of alcohol & even food is praised by the world as expressions of 
freedom & pleasure. In Paul’s stark presentation we’re meant to realise they represent slavery & 
especially, ultimately ruin...he says, v21b, ‘I warn you, as I warned you befor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다음으로 바울이 나열하는 육체의 일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종류의 죄임을 보게 됩니다… 20절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새번역) 

 

이 구절에서 나타난 목록은 매우 추한 행동임을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분개하고 분노할 때, 우리 또한 이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이런 모습을 나타냄을 

자랑스러워 할 때조차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일 15 가지 중……. 8 가지가 이 범주에 속함을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의 위험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둔감해짐에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나열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21 절에서 바울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새번역) 에 대해 언급하며 육체의 일에 대해 

마무리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육체의 일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삶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이라 할 때, 이는 단순히 음란한 죄 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과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 함을 의미 합니다…이런 이유로 이 단어가 “술취함”과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란함 가운데 절제함을 버리고, 술과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함을 자유와 즐거움의 표현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구절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이는 그 반대인 죄의 노예 됨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별히 21 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듯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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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warning that the regular-habitual practice of such works means disqualification from God’s 
kingdom. Paul’s not saying that avoiding sin merits entry to God’s kingdom — that would be to contradict 
his whole argument against works righteousness. 
 
What he is saying is that the dominance of sin in our lives is evidence that comes with a warning we 
must take seriously. Perhaps as you hear this list & think about a pattern or regular habit of sin …. you’re 
greatly alarmed. If so, be assured, not dismayed…..the Spirit is at work! 
 
The worst response any of us could have is to think that none of these works might apply to me. The 
Lord is wanting to confront sin in our lives that we would see its ugliness, hear the warning & turn to be 
those by contrast He’s made us to be…. 
 
Fruit of the Spirit with a Promise (22-24) 
v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We move from the vices of the flesh to the fruit of the Spirit. What immediately strikes us is the contrast 
between spiritual darkness & death & light & life. 
 
‘Fruit’ — is the harvest that comes from the plant…& this particular spiritual fruit is entirely wholesome. 
The contrast relates to what Jesus said, Luke 6:43-44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again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for each tree is known by its own fruit.” 
 
We’ve been set free not to entertain the futility of sin, but rather to enjoy the fruit of freedom – love & 
serving one another through love (+ve counterpart to sin indulgence), joy & peace with each other as we 
celebrate our adoption & enjoy peace with God (the +ve alternative to dissensions, factions & envy), 
patience, kindness & goodness. we overcome bitterness & hatred not just by resisting them but by +vely 
pursuing these virtues.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자격을 상실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죄를 피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의 의에 대한 그의 전체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록을 듣고 죄의 패턴이나 규칙적인 죄의 습관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공포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반응은, 오만함 가운데 이런 육신의 일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추함을 보고, 경고를 듣고, 죄악 된 삶과는 반대되는 

삶, 즉 그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과 함께 오는 성령의 열매 (22~24 절) 

22~23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일을 언급한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영적 어두음, 죽음과 빛과 생명 사이의 나타나는 대조입니다. 

 

열매는, 보통 식물로부터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성령의 열매는 전체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대비는 누가복음 6:43~44 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우리는 무의미한 죄의 삶을 즐기기 위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기쁨, 화평과 같은 자유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와의 화평을 누리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라림과 미움의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를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의 덕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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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fulness, gentleness (meekness), self-control — as for each fruit — they point us to Jesus — faithful, 
gentle, perfectly self-controlled to resist the desires of the flesh & positively to regard our Lord & others 
with tenderness & loyalty — particularly when the situation tempts us to make the worst kind of 
assumptions. 
 
The word of God asks each of us the question, which of these virtues might be clear in my life? Praise 
God …. Walk humbly, never thinking we’ve made it. Keep striving to be like Jesus knowing that His Spirit 
will enable us to bear an even greater harvest. 
 
Which virtues might appear to be relatively absent? Consider….with honest self-analysis not for the 
purpose of self-pity or wallowing in our deficiencies. No — that would be to indulge our flesh all over 
again. The purpose of self-examination is so that by the Spirit’s grace He would expose & convict us of 
our shortcomings, to be the sanctified spirit-filled heirs He has purchased us to be. 
 
Remember — unlike spiritual gifts that He has apportioned to each of us — all of us who are in Christ 
have all the fruit of the Spirit. That’s part of God’s free gift of grace to us all. We have every reason to be 
confident — because it is entirely backed by God’s promise 
 
v24,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The operative word is have — not might, not will but ‘have’ crucified the flesh (shorthand for ‘works of the 
flesh’). It conveys the state into which the believer entered in the past with continuing present - ongoing 
reality. 
 
Here is the awesome promise that means we not only have power to die to the works of the flesh….but 
flourish in the fruit of the Spirit that Jesus’ death purchased for us.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침으로,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주님과 다른 이들을 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덕목 중 어느 것이 내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런 덕목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전진하십시오. 

 

이 열매 가운데 결여된 열매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봄은, 자기 연민이나, 

자책하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되돌아봄은, 은혜로 말미암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이런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뒷받침되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4 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어는, 신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들어가, 그 상태가 계속해서 

현실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약속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멈추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서 번성하는 능력 또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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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to faith in Jesus Christ as Lord & Saviour means at that time & forever God imputed Jesus’ 
righteousness to us for our justification. Coming to faith in Jesus also means that at that time, God 
imputed Jesus’ holiness to us in sealing us with His Spirit that guarantees our sanctification. 
 
The great & certain hope that all who are united by faith to Christ have is that we can count ourselves as 
Paul says (Romans 6:11)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Having crucified the flesh 
doesn’t = being completely free, but it does mean that our lives are free from being marked — 
characterised — dominated by the works of the flesh… 
 
Live by the Spirit with Responsibility (25-26) 
v25,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 
 
Having contrasted the flesh with the Spirit — having given the warning & the promise. Paul exhorts us to 
the discipline of grace in the Spirit — empowered by the Spirit. 
 
Notice the order of encouragement shows that this discipline of grace —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only comes if we first, ‘live by the Spirit’ 
 
We remember Paul says in Eph 1:13 that upon believing in Christ, that believers are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 It’s the same promise here….that with faith in Christ immediately comes the 
deposit of the Spirit. 
 
These two final verses represent the summary & application of the whole passage —  
Expressed positively, ‘what to do’ Paul says that we’re to act in harmony with the new creation that 
Christ has made us to be…..ie To ‘keep in step’ — maintain, cultivate, pursue the fruit of the Spirit… 
By way of a ‘negative’ command ‘what not to do’ — He urges us again to turn away from the works of the 
flesh, v26,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증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봉인하사,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고한 소망은, 바울이 로마서 6:11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죄와의 씨름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육신의 일로 정의되고, 특정되고, 지배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 

25 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과 성령의 일, 그리고 경고와 약속에 대하 말씀한 후, 바울은 성령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훈련이 이뤄지길 격려합니다. 

 

여기서 말의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1:13 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그는 말하기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의 보증이 옴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전체 구절에 대한 요약이며 적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바울은 말씀하기를, 새 피조물 답게, 성령의 열매를 유지하고, 경작하고,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그는 26절에서 다음과 같은 육신의 

일로부터 돌아서기를 당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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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rist: Empowered to Flourish in the Spirit’s Fruit 
May God’s word before us empower us to flourish in the Spirit’s fruit! He will by mercy   
 
If we’re sobered by sin & heed the warning of His judgement, He will by unmerited kindness 

 
as we embrace the promise of the gospel, that by faith — our union with Christ means we have crucified 
the flesh & live raised with Him…for His glory. He will by grace, As we take responsibility to pursue the 
disciplines of grace for our progressive sanctification — our holiness — His image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같고, 그의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 가운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는,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점진적 성화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훈련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