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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over Sin: Overcoming Lust (Rom. 6:12-14)  
죄에 대한 승리: 정욕을 이김 (롬 6:12-14) 

I. REVIEW: OVERVIEW OF ROMANS 6: THE TRANSFORMED LIFE 
복습: 로마서 6 장 개관: 변화된 삶 

A. Romans 6 is the main chapter in the Scripture that teaches us about personal transformation.  
It tells us how to practically access, or experience, the power, favor, and blessings of God, which are 
freely available to us because of what Jesus did on the cross for us.  

로마서 6 장은 성경에서 한 개인의 변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친절하심, 축복에 어떻게 다가가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B. Romans 6:1-10: Our legal position speaks of how God sees us and relates to us in Christ and the benefits 
that we freely and fully received at our new birth because of what Jesus did on the cross.  

롬 6:1-10: 우리의 법적인 위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해준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거듭날 때 값 없이 충만하게 받은 
유익에 대해 알려준다. 

C. Romans 6:11-14: We cooperate with grace by fully embracing three primary principles—they are to 
know truth (v. 11), resist darkness (v. 12-13a), and pursue loving God and people (v. 13b). Paul urged us 
not to receive grace in vain by neglecting to lay hold of it (2 Cor. 6:1).  

롬 6:11-14: 우리는 3 가지 중심 원리를 살아감으로 은혜와 어떻게 협력해나가게 된다  – 그들은 진리를 
알아야 하며 (11절), 어둠을 대적해야 하며 (12-13a절),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13b 절).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를 꽉 잡는 것을 간과함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고후 6:1). 

D. Romans 6:15-23: Our living condition speaks of how we live in our daily life—how much grace we 
experience in our mind and emotions as they are renewed by interacting with the Spirit.  

롬 6:15-23: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한다 –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과의 상호 작용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지. 

II.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ROM. 6:11-14)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롬 6:11-14) 

A. Paul assures that any who engage in the three principles set forth in verses 11-13 will experience victory 
over sin—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their mind and emotions (v. 14a). We will have victory in a 
substantial way in this age and in an absolute way in the age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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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11-13 절에 나온 3 가지 원리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고 
확증한다 – 죄는 더 이상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a). 우리는 
지금 시대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승리를 맛볼 것이며, 다가올 시대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11…reckon [see] yourselves to…be alive to God in Christ…12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13And do not present your members…to sin, but present yourselves to God…14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Rom. 6:11-14) 
11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 하나님께 드리며  …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1-14) 

B. The three principles are—to know who we are in Christ (v. 11), to resist darkness (v. 12-13a), and to 
pursue loving God and people (v. 13b). There is no substitute for any of these principles.  

3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 (11 절), 어둠을 대적하는 것 (12-
13a절),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13b절). 이 3 가지 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C. Paul used “for” twice in verse 14. In the first “for” Paul promised victory to all (v. 12). In the second “for” 
he gives the basis for this victory—because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In other words, 
because of our new acceptance, position, power, and destiny in Christ (v. 1-11).  

바울은 14 절에서는 “이는 ...때문이다(for)”의 뜻을 가진 표현을 2 번을 사용했다(*역자주:14 절을 
NKJV로 직역하면,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 첫 번째에서는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했다 (12절). 두 
번째에서는 그는 이 승리의 근거를 말해준다–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용납되고, 새로운 위치를 가지며, 능력과 부르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1-11절). 

D. We are not under law: We are no longer under the condemnation or powerlessness of the law. Being 
under the law means to attempt to earn salvation by our deeds and to seek to live godly by the power of 
our flesh. Being under law means to relate to God based on how well we are doing.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또는 율법의 무능력함 아래에 있지 않다. 법(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E. We are under grace: To be under grace includes being enjoyed by God and empowered by the indwelling 
Spirit. We relate to God on the basis of what Jesus accomplished for us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It 
includes being under Jesus’ generous and mercifu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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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취하신 일에 근거를 둔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관대하고 긍휼이 넘치는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F. Being under grace includes being enjoyed by God, indwelt by the Spirit, and empowered to live, and 
commissioned with a relevant purpose. We have received a new position, power, nature, insights, and 
destiny in Christ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목적을 위임하시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와 
능력(권능), 성품, 통찰력, 부르심을 얻었다. 

1. Paul exhorted us to see ourselves as alive to God (v. 11), this means to live in the realm of God 
and grace. This includes cultivating a “grace paradigm” of our life. God sees our lives through the 
lens of grace and therefore, He sees it much differently than we do.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것을 권고했다 (11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패러다임”을 
기경해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보시는데, 
따라서 우리를 우리 자신이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신다. 

2. For example, all that we do in the will of God is rewarded because of grace or Jesus’ generous 
evaluation of our lives—even our small deeds are remembered forever by God. (It is only because 
of grace that small acts as giving someone a cup water are rewarded).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 또는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관대하신 평가로 인해 상급을 받게 된다. 우리의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위들로 상급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함이다). 

G. Jesus sees the genuineness of our weak love and desire to obey Him. He rejoices in our glorious future 
and destiny. He so values our small deeds and efforts. We are eternally fruitful. We are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Heb. 2:7). We are successful in His eyes (all who love Jesus are already successful 
before God). Our life is no longer measured by what we achieve in man’s eyes. We are His official 
ambassadors and are a part of the ruling class of the New Jerusalem.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함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스런 미래와 부르심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행위와 노력들을 너무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히 2:7). 우리는 그 분의 눈에 성공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들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성취한 것들로 평가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공식적인 대사이며, 새 예루살렘의 통치 계층의 한 부분이다. 

H. Paul addressed the common misinterpretation of the grace message (v. 15).  

바울은 은혜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 오해를 언급했다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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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15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Certainly not!  
(Rom. 6:14-15)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롬 
6:14-15) 

1. Grace empowers us to walk in a lifestyle of righteousness and wholehearted obedience. As we see 
that we have freely received so much, we are overwhelmed with gratitude and come to 
understand our new position in Christ.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의롭고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값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알게 됨으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 

2. Jesus redeemed us so that we would walk free from all sinful deeds (Titus 2:14). He loves 
righteousness and is the most righteous man who ever lived.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악된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딛 2:14).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이보다 의로운 분이시다. 
14…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every lawless deed and purify for 
Himself His own special people, zealous for good works. (Titus 2:14)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4) 

3. Being under His generous and merciful leadership and living in deep relationship with Him will 
energize His people to wholehearted, obedient love.  

그분의 관대하고 긍휼이 넘치는 리더십 아래에 있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전심을 드리는 순종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4. Some completely misinterpret Paul’s point in emphasizing that we are not under the law. He is 
not saying that it does not matter how we live. Being free from the law does not invalidate the 
biblical moral standards in the kingdom because that would contradict the Sermon on the Mount. 
Unrighteousness is opposed to all that Jesus died for.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강조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부분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경적인 도덕 기준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산상 수훈의 말씀과 모순이 되어버린다. 불의함(불의하게 살아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목적에 대해 대적하는 일이다. 

5. Being free from the law is not a license for lawlessness. Being under grace does not give us 
freedom to sin, but it gives us freedom from the penalty of sin. Being under grace does not mean 
that we may continue in sin since we are not under sin’s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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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불법을 행할 권리가 생겼음을 말하지 않는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말한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계속 
지어도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Grace does not condone sin—it enables us to overcome sin. It is unthinkable to continue in 
willful sin for any who see their position as sons of God and as the Bride of Christ.  

은혜는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해준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III. PRINCIPLE #1: KNOWING THE TRUTH (FAITH) 
원리 #1: 진리를 앎 (믿음) 

A. Knowing Principle (Rom. 6:11): We must know who we are in Christ. To “reckon ourselves” alive to 
God is to see ourselves in the way that God sees us and to see what is true about our spirit because of 
being in Christ. Paul gives us details of our legal position (Rom 6:1-10).  

아는 것의 원리 (롬 6:1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한 우리의 영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법적인 위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롬 6:1-10). 
11Reckon [see]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Rom. 6:11)  
11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1) 

B. Reckon yourself dead to sin: We are to see ourselves as dead to the reign of sin and thus finished with 
condemnation and powerlessness to challenge sinful promptings in our emotions.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김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다스림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의 감정에 다가오는 죄악된 유혹의 도전에 대한 
무능력함은 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C. Reckon yourself alive to God: We must see ourselves in the way that God sees us in Christ—as enjoyed, 
indwelt, empowered, and commissioned. To be alive to God is to live in the realm of God and of grace. 
When condemnation, shame, or lust rise up in us to challenge what God promised us, then we apply the 
promise of the Word by confessing the truth (Rom.10:8-10).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김 :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은혜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이다. 정죄감이나 수치심,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도전할 때, 우리는 진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적용해야 
한다 (롬 10:8-10). 

IV. PRINCIPLE #2: RESISTING DARKNESS (SELF-DENIAL IN CHOOSING GOD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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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2: 어둠에 대적함 (경건을 선택함으로 자기를 부인함) 

A. Resisting Principle (Rom. 6:12-13a): We resist sin, Satan, and sin-provoking circumstances.  
We can refuse to let sin reign in us by engaging in three principle principles in verse 11-13.  

대적하는 원리  (롬 6:12-13a): 우리는 죄와 사단, 죄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적해야 한다. 
우리는 11-13 절에 나와있는 3 가지 원리를 적용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12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that you should obey it in its lusts. 13And do not 
present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to sin… (Rom. 6:12-13a)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 (롬 6:12-13a) 

B. Therefore: Paul wrote “therefore” pointing back the truths set forth in verses 1-11. 

그러므로 : 바울은 12 절을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1-11 절에서 제시된 진리를 다시 가리킨다. 

C. Our members: This speaks of our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our time, desires, speech, mind, 
emotions, or money. They can be used for good or evil.  

우리의 지체 : 이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말한다 – 우리의 시간, 소원, 말, 생각, 감정, 재정. 이 
부분들은 선한 일, 혹은 악한 일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다. 

D. It is our responsibility in the grace of God to refuse to allow sin to reign in us and to give our loving 
allegiance to Jesus. Denying our lustful desires is the theater God chose for us to express our love to Him. 
We do not earn God’s love by obedience, but we express our love to God.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의 충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들을 부인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이 택하신 무대와도 같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5)  
15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body: Not allowing sin to reign in us requires that we resist lust with self-
denial and grace-empowered discipline. Grace motivates and empowers us to say no to sin.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 죄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부인과 은혜로 인해 힘을 얻는 훈련으로 정욕을 대적해야 한다. 은혜는 우리가 죄에 대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며, 우리를 강하게 한다. 

 11The grace of God…has appeared to all men, 12teaching us that, denying ungodliness and worldly 
lusts, we should live sober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Titus 2:11-12)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한글 KJV: 가르치시되 )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딛 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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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sus emphasized the need for self-denial (Mt. 16:24). The need for self-denial has been rejected 
or greatly minimized by many who promote the distorted grace message.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마 16:24). 자기 부인의 필요성은 
은혜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를 외치는 이들에 의해 거절되고 크게 축소되었다. 
24“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Mt. 16:24) 
24…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 (마 16:24) 

2. Paul needed to discipline his body by bringing it into subjection to Jesus (1 Cor. 9:27).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전 9:27). 
27I discipline my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lest…I should become disqualified. (1 Cor. 
9:27) 
27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27) 

F. Do not present your members to sin: People present themselves to sin in two stages—first in their mind, 
then with their body. We must refuse circumstances that inflame sinful desires. We do not go to places, 
buy items, look at, touch, or talk about that which stirs up sinful desires.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 사람들이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친다 – 첫째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몸에 행해진다.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일으키는 
환경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 가거나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하며, 
이런 대상을 바라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죄악된 소욕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 

1. Presenting ourselves to sin mentally: Presenting our members to sin starts in our mind by 
rehearsing different situations—by daydreaming. Jesus taught how immorality operates. It is 
rooted first in the mind, being fueled by sight. The progression of adultery begins with the mind 
and eyes, and moves to circumstances leading to physical adultery.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정신적으로 내어줌 :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 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음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셨다. 이는 처음에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활성화된다. 간음은 생각이나 눈에서 시작되어서, 환경 안에서 나타나면서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28Whoever looks at a woman to lust…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in his heart (Mt. 5:28)  
28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2. Presenting ourselves to sin physically: We must refuse circumstances that inflame sinful desires. 
We do not go to places, buy items, look at, touch, or talk about that which stirs up sinful desires. 
There are many ways to present oneself to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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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육체적으로 내어줌 :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일으키는 환경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 가거나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하며, 이런 대상을 바라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죄악된 소욕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 우리가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V. PRINCIPLE #3: PURSUING GOD AND PEOPLE (LOVE)  
원리 #3: 하나님과 사람들을 추구함 (사랑) 

A. Pursuing Principle (Rom. 6:13b): We pursue relating to and serving God and people with love. We 
present ourselves to God and our bodies as His instruments that He may use to bless others. In other 
words, we are to pursue loving God and people (Mt. 22:37-40).  

추구하는 원리 (롬 6:13b):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그분이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마 22:37-40). 
13But present yourselves to God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your body, time, 
money, abilities, etc.]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God. (Rom. 6:13b)  
13...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과 
시간, 재정과 능력 등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3) 

B. Present yourselves to God: This speaks of seeking to know, love, and please God in a personal and 
wholehearted way. We take time to cultivate intimacy with God. We present ourselves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or alive to God” or with confidence in how God sees us in Christ and based on what Jesus 
did for us, not based on our spiritual attainments—good or bad. Presenting ourselves with sincerity is not 
enough; we must have confidence in Jesus’ work on the cross.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 이는 알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기경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며, 이를 행하되 우리의 영적인 성취(잘한 일, 혹은 못한 일)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둬야 한다. 우리 자신을 충성되게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C. Present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We express love to people by offering ourselves 
to serve and bless others in God’s will. This includes making the effort to be equipped to minister to 
others and to build quality relationships that glorify God.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 축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을 향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포함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질 높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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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e must know truth, resist darkness, and pursue God and people. We pursue loving God and people as 
we resist sin, Satan, and sin-provoking circumstances in the context of knowing who we are in Christ. 
None of these principles can be omitted. Some people resist sin and pursue God without knowing who 
they are in Christ. Some pursue God at prayer meetings without pursuing people or resisting sin. Others 
pursue people (relationship or ministry) without pursuing God.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며 , 어둠을 대적해야 하며 , 하나님과 사람들을 추구해야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앎으로 죄와 사단과 죄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에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추구해나갈 수 있다. 이 원리 중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추구해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추구하거나 죄를 대적하지 않고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없이 사람들만을 추구한다 (관계 또는 사역). 

VI. QUESTIONS FOR SMALL-GROUP DISCUSSION (i.e., FCF FRIENDSHIP GROUPS) 
SMALL-GROUP 토론을 위한 질문들 (FCF 프렌드쉽 그룹) 
 

1. Which point in this session would you like more understanding of? 
이번 과에서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2. Which point most inspired or challenged you? Why? What will you do differently to apply it?  
가장 영감을 주거나 도전을 주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행할 것은 무엇인가요? 
3. Which point do you want to impart to a younger believer? Why? How will you elaborate on it? 
젊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요점은 무엇인가요? 왜입니까?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건가요? 
4. What is one point in this session that needs to be emphasized to the larger Body of Christ? Why? 
이 과에서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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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의롭고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값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알게 됨으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
	2. Jesus redeemed us so that we would walk free from all sinful deeds (Titus 2:14). He loves righteousness and is the most righteous man who ever lived.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악된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딛 2:14).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이보다 의로운 분이시다.
	P14P…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Uevery lawless deedU and purify for Himself His own special people, Uzealous for good worksU. (Titus 2:14)
	P14P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U모든 불법에서U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U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U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4)
	3. Being under His generous and merciful leadership and living in deep relationship with Him will energize His people to wholehearted, obedient love.
	그분의 관대하고 긍휼이 넘치는 리더십 아래에 있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전심을 드리는 순종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4. Some completely misinterpret Paul’s point in emphasizing that we are not under the law. He is not saying that it does not matter how we live. Being free from the law does not invalidate the biblical moral standards in the kingdom because that would...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강조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부분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경적인 도덕 기준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산상 수훈의 말씀과 모순이 되어버린다. 불의함(불의하게 살아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목적에 대해 대적하는 일이다.
	5. Being free from the law is not a license for lawlessness. Being under grace does not give us freedom to sin, but it gives us freedom from the penalty of sin. Being under grace does not mean that we may continue in sin since we are not under sin’s p...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불법을 행할 권리가 생겼음을 말하지 않는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말한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으니 죄를 계속 지어도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Grace does not condone sin—it enables us to overcome sin. It is unthinkable to continue in willful sin for any who see their position as sons of God and as the Bride of Christ.
	은혜는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해준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III. Principle #1: Knowing the truth (faith) 원리 #1: 진리를 앎 (믿음)
	P11PReckon [see] yourselves to be Udead to sinU, but Ualive to GodU in Christ… (Rom. 6:11)
	P11P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U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U 여길지어다 (롬 6:11)

	IV. Principle #2: resisting Darkness (self-denial in choosing godliness)
	P12PUThereforeU Udo not let sin reignU in your mortal body, that you should obey it in its lusts. P13PAnd Udo not present your membersU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to sin… (Rom. 6:12-13a)
	P12P 그러므로 U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U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P13P 또한 U너희 지체를U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U내주지 말고U … (롬 6:12-13a)
	P15PIf you UloveU Me, UkeepU My commandments... (Jn. 14:15)
	P15P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P11PThe UgraceU of God…has appeared to all men, P12PUteachingU us that, Udenying ungodlinessU and worldly lusts, we should Ulive soberlyU, righteously, and godly in the present age. (Titus 2:11-12)
	P11P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U은혜U가 나타나 P12P 우리를 U양육하시되U(한글KJV: U가르치시되U) U경건하지 않은 것과U 이 세상 정욕을 U다 버리고U U신중함과U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U이 세상에 살고U (딛 2:11-12)
	1. Jesus emphasized the need for self-denial (Mt. 16:24). The need for self-denial has been rejected or greatly minimized by many who promote the distorted grace message.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마 16:24). 자기 부인의 필요성은 은혜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를 외치는 이들에 의해 거절되고 크게 축소되었다.
	P24P“If anyone desires to come after Me, let him Udeny himselfU…” (Mt. 16:24)
	P24P…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U자기를 부인하고U 자기 십자가를 지고 … (마 16:24)
	2. Paul needed to discipline his body by bringing it into subjection to Jesus (1 Cor. 9:27).
	바울은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전 9:27).
	P27PI discipline my body and Ubring it into subjectionU lest…I should become disqualified. (1 Cor. 9:27)
	P27P내가 내 몸을 쳐 U복종하게 함은U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27)
	1. UPresenting ourselves to sin mentallyU: Presenting our members to sin starts in our mind by rehearsing different situations—by daydreaming. Jesus taught how immorality operates. It is rooted first in the mind, being fueled by sight. The progression...
	U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정신적으로 내어줌U: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 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음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셨다. 이는 처음에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활성화된다. 간음은 생각이나 눈에서 시작되어서, 환경 안에서 나타나면서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P28PWhoever UlooksU at a woman to lust…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in his heart (Mt. 5:28)
	P28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U보는 자마다U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2. UPresenting ourselves to sin physicallyU: We must refuse circumstances that inflame sinful desires. We do not go to places, buy items, look at, touch, or talk about that which stirs up sinful desires. There are many ways to present oneself to sin.
	U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육체적으로 내어줌U: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일으키는 환경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 가거나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하며, 이런 대상을 바라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죄악된 소욕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 우리가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V. Principle #3: Pursuing God and people (love)  원리 #3: 하나님과 사람들을 추구함 (사랑)
	P13PBut Upresent yourselves to GodU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and Uyour membersU [your body, time, money, abilities, etc.]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God. (Rom. 6:13b)
	P13P... 오직 U너희 자신을U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U너희 지체를U[너희 몸과 시간, 재정과 능력 등을] 의의 무기로 U하나님께 드리라U (롬 6:13)

	VI. questions for small-Group discussion (i.e., FCF Friendship Grou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