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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시편 91:1-16 

본문: 갈라디아서 3:6-18 

제목: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 

땅에서 복과 저주를 받을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이 

모든 계명들을 경청하여 지킬 때에는 한 없는 축복을 (신 

28:1-13),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 

(신 28:15-68)을 말씀하셨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받는 순간 그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이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수많은 저주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매스컴을 통하여 수 많은 민족들이 

여러가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매일 매일 듣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들은 성읍 안에서와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와 창고가 저주받고, 자식들과 땅의 열매와 

가축들에게도 저주가, 들어와도 나와도 저주받으며,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이 있으며, 전염병에 

걸리게 되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며,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실 것이며,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서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질 것이며,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종기와 부스럼과 딱지와 가려움증으로 치실 것이나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할 것이며, 집을 

지어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만들지라도 그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소를 목전에서 잡을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나 양을 빼앗길 것이며, 

아들들과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주게 될 것이며, 땅의 열매와 

모든 수고는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요, 눈으로 보는 

일로 인하여 미치게 되며,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악성 

종기로 치실 것이며, 모든 민적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심은 씨앗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등등 너무도 비참한 저주들인 것이다 (신 28:15-68).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상실했으며 한편 이방인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인 줄 알고 독을 

먹었고, 이방인들은 독인 줄도 모르고 먹은 셈이 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인 마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인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이스라엘)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그리스도)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창 3:15)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람을 부르셨다. 또한 그가 복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 (창 12:1-3).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한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모습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 15:6).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즉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며 성령을 

받은 것은 모든 죄들로부터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축복을 받으려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심이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오순절에 최초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을 일례로 

들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걸어나올 수 있는 

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모태에서부터 저주 가운데 읹은뱅이가 된 한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쳐다보라.”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이 저주로부터 

구원받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한끼 양식을 구했던 것이다. 이 것이 오늘날 무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때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갈으라.”하고 그들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행 3:1-11). 

   

     그렇다! 나사렛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을 통하여 무지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들로부터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또한 무지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는가? 금과 

은이 없어도 사도들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복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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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Psalms 91:1-16 

Main scripture: Galatians 3:6-18 

Subject: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s of the law 

     LORD God spoke to Israel of the condition for blessing and curse 

living in the Promised Land. If they hearken diligently unto the voice of 

the LORD God, to observe and to do all his commandments, they shall 

be blessed abundantly (Deut 28:1-14); if not, they shall be cursed (Deut 

28:15-68).  Unfortunately they had broken the condition not to observe 

his commandments to live under curses and sufferings until now. 

Actually they entered into curses at the moment of receiving the law, 

for no one could keep the law under heaven. 

 

     On the other hand, the Gentiles are living born under curses not 

knowing the law of God and his commandments. We still hearing the 

news of screaming voices of many nations under curse through the 

mass media every day. 

       The book of Deuteronomy testifies of the curses: “ 
18

Cursed shall 

be the fruit of thy body, and the fruit of thy land, the increase of 

thy kine, and the flocks of thy sheep. 
19

Cursed shalt thou be when 

thou comest in, and cursed shalt thou be when thou goest out. 
20

The 

LORD shall send upon thee cursing, vexation, and rebuke, in all 

that thou settest thine hand unto for to do, until thou be destroyed, 

and until thou perish quickly;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y 

doings, whereby thou hast forsaken me. 
21

The LORD shall make 

the pestilence cleave unto thee, until he have consumed thee from 

off the land, whither thou goest to possess it. 
22

The LORD shall 

smite thee with a consumption, and with a fever, and with an 

inflammation, and with an extreme burning, and with the sword, 

and with blasting, and with mildew; and they shall pursue thee 

until thou perish.  
23

And thy heaven that is over thy head shall be 

brass, and the earth that is under thee shall be iron. 
24

The LORD 

shall make the rain of thy land powder and dust: from heaven shall 

it come down upon thee, until thou be destroyed.  
25

The LORD 

shall cause thee to be smitten before thine enemies: thou shalt go 

out one way against them, and flee seven ways before them: and 

shalt be removed in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26

And thy 

carcase shall be meat unto all fowls of the air, and unto the beasts 

of the earth, and no man shall fray them away. 
27

The LORD will 

smite thee with the botch of Egypt, and with the emerods, and with 

the scab, and with the itch, whereof thou canst not be healed.  
28

The 

LORD shall smite thee with madness, and blindness, and 

astonishment of heart: 
29

And thou shalt grope at noonday, as the 

blind gropeth in darkness, and thou shalt not prosper in thy ways: 

and thou shalt be only oppressed and spoiled evermore, and no 

man shall save thee. 
30

Thou shalt betroth a wife, and another man 

shall lie with her: thou shalt build an house, and thou shalt not 

dwell therein: thou shalt plant a vineyard, and shalt not gather the 

grapes thereof.  
31

Thine ox shall be slain before thine eyes, and thou 

shalt not eat thereof: thine ass shall be violently taken away from 

before thy face, and shall not be restored to thee: thy sheep shall be 

given unto thine enemies, and thou shalt have none to rescue them. 
32

Thy sons and thy daughters shall be given unto another people, 

and thine eyes shall look, and fail with longing for them all the day 

long; and there shall be no might in thine hand.  
33

The fruit of thy 

land, and all thy labours, shall a nation which thou knowest not eat 

up; and thou shalt be only oppressed and crushed alway:  
34

So that 

thou shalt be mad for the sight of thine eyes which thou shalt 

see.  
35

The LORD shall smite thee in the knees, and in the legs, with 

a sore botch that cannot be healed, from the sole of thy foot unto 

the top of thy head. 
36

The LORD shall bring thee, and thy king 

which thou shalt set over thee, unto a nation which neither thou 

nor thy fathers have known; and there shalt thou serve other gods, 

wood and stone. 
37

And thou shalt become an astonishmen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nations whither the LORD shall 

lead thee. 
38

Thou shalt carry much seed out into the field, and shalt 

gather but little in; for the locust shall consume it.  
39

Thou shalt 

plant vineyards, and dress them, but shalt neither drink of the wine, 

nor gather the grapes; for the worms shall eat them.
40

Thou shalt 

have olive trees throughout all thy coasts, but thou shalt not anoint 

thyself with the oil; for thine olive shall cast his fruit. 
1
Thou shalt 

beget sons and daughters, but thou shalt not enjoy them; for they 

shall go into captivity.  
42

All thy trees and fruit of thy land shall the 

locust consume…..”(Deut 28:15-68)  

     People of Israel have lost the way to be delivered from the curses, 

for they fail to observe the law; and the Gentiles also under curse 

because of their ignorance. Israel drank the poison knowing the poison;  

the Gentiles did not knowing it. 

      God made a plan to deliver the world from sin and death and curse 

knowing the Lucifer, the Devil cast out of the heaven brought sin to the 

world. God spoke to the snake, “
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Israel),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Christ);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Gen. 3:15) 

 

      To keep his word of promise, God called Abram two thousand 

years later. He promised Abram to be a blessing, and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to be blessed in him (Gen. 12:1-3). Knowing no one could be 

delivered from the curse of the law, God wanted to plan his goodness. 

Abram believed in the LORD regardless of his power or his situation; 

and God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Gen. 15:6). Whosoever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born in the seed of Abraham who died 

on the cross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he scripture is to be born again of the Spirit to be the 

child of Abraham. When they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ey 

shall be totally free from sins and curses and death.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preaching a rebuking message 

toward the religious people who still tried to keep the law to be free 

from curses unto blessing.  At the same time he is proclaiming that all 

the children of God had already been delivered from all the curses 

living in this world, for Christ Jesus died not only for sin and death, but 

also for curses of the law spoken in Deuteronomy through crucifying 

on the tree of curse. 

     When the Holy Ghost began to abide in the believers since the Day 

of Pentecost, we can see a sign of deliverance from the curses through 

one thing happened. When Peter and John went up together in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being the ninth hour, a certain man lame 

from his mother’s womb was carried to ask alms of them that entered 

into the temple. When they asked him, saying, “Look on us”, he gave 

heed unto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of them. In other word 

he was begging something instead of deliverance from such curse not 

knowing the blessing of the faith in Christ to be free from begging any 

more. Unfortunately many ignorant children of God are still begging 

something as the man. Peter spoke to him, saying,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n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And he took him up  

To let him know the blessing of God;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 bones received strength. And he leaping up stood, and walked, 

and entered with them into the temple,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Acts 3:1-11). 

     Yes! The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man of Nazareth 

gave the power to be free from the curses. What about delivered from 

ignorance, and standing up and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delivered from all the curse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rough the faith in Christ? What about preaching the good news to the 

ones under ignorance and curses, even though we have not gold and 

silver? We can preach the blessing of the Spirit of promise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This is the way to be a blessing as Abraham. We are 

already made the children of Abraham.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