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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로마서12: 예정에 관하여
로마서 8:28-30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29-30 칼빈주의자들이 종종 “황금의 고리(the golden chain)”라고 부르는 말씀: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 그리고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단계로 개인의 구원
이 보장된 것으로 믿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
미리 아신자(예지)를 미리 정하시고(예정)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영화).
1. 중요한 질문 #1: 여기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 그들,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이 누구인가?
a.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곧 하나
님의 아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로마서 8:12-14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b.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거쳐서 영화에 이른다는 말이다.그러므로 고
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화는 없다.
로마서 8:16-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c.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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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d.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는 대상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e.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2. 중요한 질문 #2: 이들은 개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인가?
로마서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로마서 8:16-18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
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로마서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as sons,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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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이다. 곧 구약에서는 이
스라엘을 예정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은 믿음
이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을 전제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Salvation is God’s gracious gift granted to sinners on the condition of faith.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을 요구한다.
God’s salvation requires a believing human response to God’s gift of grace.
로마서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예정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다.
에베소서 1:3-6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
시려고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4절-5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다.
It is in Christ that we have been chosen and predestined.
1장 3절  14절의 키워드: “그리스도 안에서” 12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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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6:3, 5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
하느냐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의 부활하
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Only by being in Christ can we share in the blessings he provides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받게 되
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함이요 교회의 택함이다. 곧 공동체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택함과 예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
은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들어갈 뿐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4, 6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
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 꺽어져 나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
면 찍히는 바 될 것이다.
로마서 11:20, 22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
려워하라 Granted. But they were broken off because of unbelief, and you stand by faith.
Do not be arrogant, but be afraid.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Consider therefore the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sternness to those who
fell, but kindness to you, provided that you continue in his kindness. Otherwise, you also
will be cut off.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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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19-21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
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The acts of the sinful nature are obvious: sexual immorality, impurity and
debauchery; idolatry and witchcraft; hatred, discord, jealousy, fits of rage, selfish
ambition, dissensions, factions and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e like. I warn you,
as I did before, that those who live like thi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질문: 바울이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의 교인들 곧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
르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11, 13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
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Brothers, if I am still preaching circumcision, why am I still
being persecuted? In that case the offense of the cross has been abolished.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
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갈라디아서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그러므로 로마서 8:29-30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구원의 예정과 개인구원의 보장을
말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안전
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보
장되는 것이다.
성경에 개인 예정에 관하여 기록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예레미야 1:4-5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
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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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로 사용하실 것을 예정하
셨다는 말씀이다. 곧 사명을 위해 예정하셨다는 뜻이다.
이사야 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who says of
Cyrus, `He is my shepherd and will accomplish all that I please; he will say of Jerusalem,
"Let it be rebuilt," and of the temple, "Let its foundations be laid.”'
이사야 45: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his anointed, to Cyrus, whose right hand I take
hold of to subdue nations before him and to strip kings of their armor, to open doors
before him so that gates will not be shut:
약 200년 후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
역대하 36:22-23
22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to put it in writing:
23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
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
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Anyone of his people
among you -- may the LORD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고레스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일군 사역자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9: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사도 바울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구원을 예정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로다 No,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