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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0.골 2:6-7 

 

믿음의 확신 (2:6-7) 

Confirmed in Faith 

 

(2: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1.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a. “그러므로”: 교리(doctrine)  실천(practice) 

b.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 to.n Cristo.n VIhsou/n to.n ku,rion( 

1) 그리스도(헬라어) = 메시야(히브리어)  

 기름부음을 받은 사명자: 제사장, 선지자, 왕 

2) 언약, 율법, 예언을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c. “주로 받았으니” = as you received (the Christ Jesus) the Lord  

1) “Would you like to receive(영접: 맞아서 대접하다)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2)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임  겸손과 순종의 삶 

3) 지도자를 따르는 종교적인 삶 vs. 겸손, 순종, 성령 안에서의 삶  

2. “그 안에서 행하되”  

a. “그 안에서” = 다스리는 자와 속한 자 사이의 관계 

1) 1:2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2)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3) 1: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4)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5) 1:28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6) 1:27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7) 1:29”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b. “행하되” = 명령조(imperative): walk, live, conduct oneself   

1) 걸으라, 살라, 행동하라 = a way, mode, or manner of life 

2) 믿음과 행동 = 구원자  주인 = 구별할 수 없다.  

3) 고린도후서 5:7”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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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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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 믿음의 반대: 의심  두려움과 불순종 vs. 확신  담대함과 순종 

 

(2: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a. “그 안에”  key word 

b.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1) “뿌리를 박으며” in perfect passive = be firmly rooted  

2) “세움을 받아” in present passive = build up, upon, or on  

3)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며 ,having been firmly rooted and being built up 

2.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a. “교훈(가르침)을 받은 대로”  

1) “as you were taught, 배운데로” 

2) 구약 + 예수님을 말씀 + 사도의 가르침 = 진리 = 바른 믿음 

b. “믿음에 굳게 서서(established)”  

1) passive(수동태) “confirm, strengthen, sustain” in faith  

2) 믿음 지키기  받는 것이다.  

3.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a. “감사함을(euvcaristi,a|)” thanksgiving, gratitude 

b. “넘치게 하라” to abound, be rich  감사함으로 부요(부요)하게 하라.  

4. 믿음 지키기  

a. 조건: 그 안에서  

b. 수동(passive):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며 믿음에 확신을 받으며  

c. 능동(active):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