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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1.골 1:1-8.배포용 

 

인사(1:1-2)와 감사(1:3-8) 

Greetings and Gratitude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a. 사람의 뜻: 부모, 자신, 사회의 요구  

b. 세상의 뜻: 게이머, 유투버, 인플루엔서   

c. 하나님의 뜻: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발견(하경삶)  

선택하심(예정)  소명(부르심과 응답)  변화(준비와 보내심)  사역(순종) 

d. 하나님의 뜻을 분별:  

1) 내적 증거: 말씀(로고스와 레마)과 기도(평화와 확신) vs. 내 생각과 주장 

2) 외적 증거: 사람, 공동체(교회), 환경(인도하심) vs. 내 생각과 주장  

 

2.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a. 그리스도(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야):  

기름부음(사명)을 받은(anointed): 제사장, 선지자, 왕  

b. 예수: God saves or God is salvation 

구원 = 영혼, 치유, 구출(자유) 

c. 사도 (apostle, 헬라어: avpo,stoloj  보냄을 받은) 

1)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 영적인 권위(spiritual authority): 보냄을 받은 자 vs. 보낸 자(그리스도 예수) 

3) 영적인 책임(spiritual responsibility): 보낸 분의 말씀과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  

d. 바울(little): 부르심을 받기 전의 이름  사울(great) 

The great one in the world has become a little one in Christ Jesus. 

e. “형제 디모데”  

1) 1차 선교여행(사도행전 13: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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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라인 아버지(사도행전 16:3)와 유대인 어머니 

3) 동역자(로마서 16:21) 

4) 아들(고린도전서 4:17; 디모데전서 1:2; 디모데후서 1:2) 

5)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 (디모데후서 1:3-5; 3:15-17) 

 

3.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a.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saints)”  지리적인 위치 

 “거룩한” = 구별된, 성별된 = set apart  영적인 위치   

b.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1)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와 위치  새로운 정체성 

2) “신실한 형제들에게”  교회와 사역의 관계  새로운 삶과 사역  

 

4.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가족  

 

5.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a. 평강(구약의 개념, peace, shalom): 온전함, 조화, 축복 

1)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 

2)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삶과 사역   

b. 은혜(신약의 개념, grace)  

1) 자격없는 자에게 배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undeserving favor of God 

2) 구원 후에 삶과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   

c. 은혜와 평강의 원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d. 예수님과 교회의 중요성  절대로 떠나면 안된다!!!   

 

1:3-8 한 문장  감사의 이유: 믿음, 사랑, 소망, 열매 

 

(1: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  

a.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위하고 지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vs.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자아 

b. “기도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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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마다(whenever) vs. always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vs. 몸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   

2.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a. 감사의 첫 대상  하나님 

b. 하나님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c. 감사: 선택이지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 Gratitude is an attitude! 

“It is not happy people who are thankful. It is thankful people who are happy.”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1: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계 

 

2. “너희의 믿음과”  

a. 지식(복음과 말씀) + 신뢰(faith and belief)  

 구원(salvation) = 영적이고 영원한 변화  마음(가치관, 세상관)의 변화  

b.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 + 신뢰(trust and dependency)  

 순종(redemption) = 삶의 변화(transformation) + 사역(ministry) 

 

3.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a. 신명기 6:4-5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b. 마태복음 22:38-40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c. 온전한 믿음의 결과:  

1)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전한다. 

2)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 차별 없는 사랑  섬김과 희생 

3) 인류애(love of humanity) = 전도와 선교  섬김과 희생 

4) 사랑의 미래적이고 영원한 본질 vs. 과거와 현재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앙  

d. “들었음이요”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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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a. 사라질 소망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영혼 

b.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영원(진리)을 추구(관계) 

c.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d. 마태복음 6:19-24 

e. 과제: 골 3:1-17 정독하기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전도의 중요성 

2.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된 은혜의 중요성 

3.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 

4. 열매: 믿음, 사랑, 소망  전도와 선교 + 또 다른 열매(1:8) 

 

(1: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1: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1.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전도자와 선교사의 중요성 

2. “너희가 배웠나니”  사역(가르침)의 중요성   

3.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의 필요성  

4.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보답의 열매 = 사역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