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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골 1:26-29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26-29) 

Christ in You 

 

(1: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1. 비밀(mystery, musth,rion) 

2. “만세와 만대로부터”  

 여러 시대(ages)와 여러 세대(generations)로 부터 = 긴 시간 

3.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고” 

 self-explanatory: “hidden but now revealed, or manifested” 

4. “그의 성도들에게”  

a. 성도(holy ones, saints): 거룩함 = 구별  

b. 에베소서 3: 8-9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다스림, governance, management)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 “하나님이 그들로(성도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a. “비밀의 영광이”: 영광(do,xa) = splendor, grandeur, power, kingdom, praise, honor 

b. 성경의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   

2.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a.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 

b. 에베소서 2:11-19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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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3.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a. 고린도후서 13:5-7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b. 비밀의 영광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소망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 비밀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d. 로마서 8:9-11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e.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1.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a.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proclamation, preach)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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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린도전서 1:21-25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 “각 사람을 권하고” 

a. 제자도 = 공동체 vs. 소그룹 vs. 일대일  

b. “권하고” = to instruct(가르치다), warn(경고하다), admonish(혼내다) 

3.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a. “모든 지혜”  

1) 실천될 수 있는 지식 = guidance, counseling  

2) 지혜는 교육, 공부, 지식, 과학, 뉴스, 정보, 등을 포함한다. 

b. 가르침 = to teach 

4. 3 대 사역(선포, 권함, 가르침) vs. 받아들이는 자(제자) 

5.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a. “각 사람을” 

b.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신앙생활과 제자훈련의 목표 

c. 히브리서 5:12-6:2 “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일)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 Christ in me working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