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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0.골 2:1-3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보화 (2:1-3) 

The Treasures in Jesus Christ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1. 수감의 제한  편지로 말씀을 전파 

2. 수신자: 골로새, 라오디게아와 사도 바울을 만나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3. “힘쓰는지를” =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a. 디모데후서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b. 디모데전서 6:11-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4.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a. 마음을 표현 

b. I want you to know that… 

 

(2: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1.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comfort, encouragement)을 받고” 

a. false teaching  confusion  fear = erosion(침식) 

truth  confidence  fearlessness = edification(세워짐, build up) 

b.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예언적인 사역  격려(encouragement) 

c. 마음 지키기:  

1) 성경적인 “마음”: 감정, 뜻, 의지, 생각  

2)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의미 

3) 마음의 영향: 육체, 관계, 삶 

2.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a. “연합하여”: to bring together, hold together, to instruct, to 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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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랑 안에서”: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c. 분열과 파벌  

3.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a. “확실한 이해”  구원의 확신 + 순종의 삶 = 변화와 열매(축복) 

b. “모든 풍성함(abundance)과”  부유함(riches, wealth) 

c. 에베소서 6:12-18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 “그 안에는”  key word 

2. “지혜와 지식”  being matured and perfected  

3. “모든 보화(treasure, storehouse)가”  잠재성, potential  

4. “감추어져 있느니라” vs.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a.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b. 깨닫고 경험해야 할 지식과 지혜 남은 부분 

c. 우리의 분량과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