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24:1-10 

본문: 에베소서 4:17-32 

제목: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 

안에서 태어나서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롬 5:12)고 증거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인 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태어난  아담의 자손인 

옛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현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간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요 1:12)고 증거했으며,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확실하게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옛 

사람인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롬 8:2)고 증거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땅히 옛 사람 시절에 

행하던 행실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무에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22-24 절)고 권면했다. 먼저 옛 

사람의 행위를 벗고, 멀리 멀리 던져버려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구별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된 새로운 사람이며, 이것은 결코 옛 사람을 

고쳐 만들거나 개선시킨 것이 아니다. 새 사람은 

믿는 자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관하여 증거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벧후 

1:4)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골 3:3-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0)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갈 4:19)고 호소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롭게는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 사람을 벗어 던져 

버리지 않고 살 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는 

자 안에 계신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셔야 할 

성령께서 옛 사람의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시지 못하고 갇혀 계시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친절과 다정다감, 그리고 서로 

용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 있으며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이때에 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타남을 통하여 증거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할렐루야! 



1-24-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24:1-10 

Main scripture: Ephesians 4:17-32 

Subject: Put off the old man to put on the new 

man! 

 

     All men born in the world are conceived in sin, 

and are predestined to die some day; actually they are 

dead spiritually. Apostle Paul testified,“12
Wherefore, 

as by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by sin; and so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Rom 5:12) 

 

    But whosoever understand themselves born of  

sinners, an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with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are 

separated from the old man that is born of Adam 

under sin and death to enter into the body of Christ 

through the new birth. The kingdom of God where 

the born-again Christians enter into the body of 

Christ in the current world; and they consist of the 

church which is the congregation of Christians. 

Apostle John testified,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John 

1:12) 

Apostle Paul also testified clearly, “17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2Cor. 5:17) 

 

     Apostle Paul strongly encouraged the saints in 

the church of Ephesians to walk as the believer as a 

new man. The born-again Christian in Christ Jesus is 

already separated from the old man that is the 

offspring of Adam.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saying,    “2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Rom. 8:2) Whosoever understands 

this truth must put off the behaviors of the old man. It 

was impossible to put off the old man before 

regeneration in the Spirit; but now it is possible to do 

it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abiding within him 

or her. 

 

     Apostle Paul encouraged them in the main 

passage, saying, “22
That ye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conversation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vss 22-24) 

 First of all, they had to put off the old man, and 

throw him out far away until it is not visible. The 

new man is the born-again being separated from the 

old man, and the partaker of the divine nature. The 

new man is not from repairing the old man neither 

improving it; the new man is the Christ formed 

within the believer.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is, saying, “4Whereby 

are given unto us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by these ye might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2Pet 1:4)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is, saying,   “3
For 

ye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4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Col 

3:3-4)  

“
20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Gal. 2:20) 

 

     Apostle Paul appealed toward the baby Christians 

saying, 

 
1”9

My little children, of whom I travail in birth 

again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Gal. 4:19) 

This was the word of reproving the Christians that 

were not matured spiritually even though they were 

righteous through the grace of Christ freed from the 

law. 

 

     The Holy Ghost grieves within the believers 

when they walk in the behaviors of the old man. The 

Holy Ghost has to stay within them until Christ come 

again. We are not supposed to confine him within us, 

but he has to be manifested through our holy life. The 

character of Christ such as kindness, tender heart and 

forgiveness should be manifested through us to 

preach the gospel. Then sinners shall be blessed 

through salvation in the gospel of Christ. Let us 

present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for his glory so 

that Christ may be testified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and power!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