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Let Us Boast Only in the Cross)

갈라디아서 6:14~17

0.1 “같이 힘을 내십시다.”  “겨울 이긴 봄, 시대의 아픔 이겨내고 소망을 길어올립니다.”

[ 본 문 해 석 ] 

1.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오염된 복음’, ‘혼탁한 복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2.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14절a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다. 

3.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the Israel of God)이 되는 것이다.  

4.  본문 14절b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번역한다. 

5.  바울은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 

※ 우리 모든 영가족들은 ‘십자가의 흔적’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전사’가 돼야.    

I.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1. 첫째, 보편 (      )

•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 둘째, 보편 종교

•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은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배격한다. 

2) 십자가 복음은 ‘ⓐ 예수님이 ⓑ 나를 위해 ⓒ 십자가를 지셨다’는 세 마디로 정리된다. 

3)  보편 종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지만, 십자가 복음은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 
우선이다.

• 야고보서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3. 셋째, 보편 윤리 

•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1)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은 보편 윤리를 뛰어넘는다. 

주후 2020년 4월 5일 주일설교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시리즈 ⑦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효력

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치유 받을 수 있다. 

②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③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④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⑦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양이 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⑧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죄가 눈처럼 희어지는 영광의 수혜자가 되었다. 

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

Ⅱ.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1. 본문 14절의 ‘자랑’이란 말이 ‘영광’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눈이 열리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 됨을 깨닫는다. 

3.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사상 중의 하나가 ‘영광 사상’이다. 

•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4.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 같은 상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이 된다.’ 

Ⅲ. 하나님의 무한 영광, 십자가 

1.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한국교회에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면 한국교회도 회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