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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6.골 1:24-25 

 

교회를 위한 고난 (1:24-25) 

The Suffering for Christ’s Church 

 

“(너희의 들은 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내용 

2.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전해진 내용 

3.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 

4. No new revelation, truth, prophecy, or interpretation!!!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a. 괴로움의 열매와 equilibrium(균형)  괴로움의 유익 

b. 괴로움(suffering) vs. 기쁨(즐거움, rejoicing) 

c. 로마서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suffering)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d. 빌립보서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suffering)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e. 데살로니가전서 1:6-7 “또 너희는 많은 환난(suffering)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f.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g.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a. 고난(pressure, distress, tribulation, suffering) 

b.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신을 포장하며 잘 오용하는 말씀 (구원의 비완성) 

c. 교회 사역(사도 바울의 고난[suffering)  미완성) vs. 구원 사역(예수님의 희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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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12-13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d.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육체의 고난 

 

(1: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1.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a. 일꾼: dia,konoj, 종, servant 

b. “교회의 일꾼” 

2.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a. 시작하신 분: 하나님 

b. 직분(stewardship, administration) 

3.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a.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 

b. 하나님 말씀의 성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