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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골.개론 

 

골로새서 개론과 읽기 

The Introduction and Reading of Colossians 

 

1. 형식(Form): 서신(편지) 

a. 신약의 21 개의 서신 (22 개: 요한계시록 포함) 

b. 바울 서신(Pauline Epistles) 

1) 회중(교회) 서신: 로마서~데살로니가후서  

2) 목회 서신: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3)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2. 저자(Author): 사도 바울 (1:1 & 4:18)  

a. 골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b. 4: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I, Paul, write this greeting with my own hand (ESV)” 

1) 대필자(dictation): 문화, 수감, 건강(가시)의 이유   

2) 갈라디아서 6: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3) 데살로니가후서 3: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4) 고린도전서 16: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I, Paul, write this 

greeting with my own hand. (ESV)” 

 

3. 연도(Year): 60~61 년도  1 차 로마 수감  

a. 첫 로마 (가택) 수감:  

b. 사도행전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4. 수신자(Recipient):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1:2)” 

a.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 

b. 개척자: 에바브라(Epaphras) 골 1:7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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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행전 19:9-10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1. 의미: 왕자, 주권자 2. 헬라 수사학자)  

2) 사도행전 19: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시아 = 터키 

3) 사도행전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 년 사역 

4) 골 4:12-13  옆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도 개척했을 가능성 

 

5. 수신지(Location): 골로새(Colossae) 

a. 현재의 터키에 속한 도시 

b. 지역적인 중요성을 잃어가면서 상업과 인구가 줄어가던 도시 

c. 종교 혼합주의와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과 천사 숭배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함 

1) 천사장 미가엘이 가드모스 산(Mt. Cadmus)의 샘물을 만들었다는 전설 

2) 골 2:18  

3) 요한계시록 3:14-22(15-17) 라오디게아와 비교 

d.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이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다는 전설   

 

6. 주제(Theme):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의 우위, 충족, 그리고 성취 

 

7. 목적(Purpose):  

a. 골로새의 혼합주의,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Gnosticism)에 대한 경고 

b.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우수성(supremacy)과 충족(sufficiency)을 선포 

 

8. 핵심단어(Key Words): 우월(우위, supremacy)와 충족(sufficiency)  모든(all)  

 

9. 핵심 구절: 1:15-20; 2:8-10; 3:1-3 

 

10. 성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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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각 서신의 강조점 (J. Sidlow Baxter's Explore the Book, pp. 63-64) 

 

A. The Emphasis on the Lord Jesus:  

1. Romans: Christ the power of God to us 

2. 1 Corinthians: Christ the wisdom of God to us 

3. 2 Corinthians: Christ the comfort of God to us 

4. Galatians: Christ the righteousness of God to us 

5. Ephesians: Christ the riches of God to us 

6. Philippians: Christ the sufficiency of God to us 

7. Colossians: Christ the fullness of God to us 

8. 1 Thessalonians: Christ the promise of God to us 

9. 2 Thessalonians: Christ the reward of God to us 

 

B. The Emphasis on the Gospel Message: 

1. Romans: The Gospel and its message 

2. 1 Corinthians: The Gospel and its ministry 

3. 2 Corinthians: The Gospel and its ministers 

4. Galatians: The Gospel and its mutilators 

5. Ephesians: The Gospel and its heavenlies 

6. Philippians: The Gospel and its earthlies 

7. Colossians: The Gospel and its philosophies 

8. 1 Thessalonians: The Gospel and the Church’s future 

9. 2 Thessalonians: The Gospel and the Antichrist 

 

C. The Emphasis of the Gospel on the Believer’s Union: 

1. Romans: In Christ—justification 

2. 1 Corinthians: In Christ—sanctification 

3. 2 Corinthians: In Christ—consolation 

4. Galatians: In Christ—liberation 

5. Ephesians: In Christ—exaltation 

6. Philippians: In Christ—exultation 

7. Colossians: In Christ—completion 

8. 1 Thessalonians: In Christ—translation 

9. 2 Thessalonians: In Christ—compen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