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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7.골 2:8 

 

세상과 그리스도 (2:8) 

Two Different Ways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a. “철학(filosofi,aj)” 

1)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 

2)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 

3) The study of the nature, causes, or principles of reality, knowledge, or values, 

based on logical reasoning. 

b. “헛된 속임수”  

1) “헛된”: empty, to no purpose, without result 

2) “속임수”: deceit, deceitfulness 

3) 마태복음 13:18-23 = 재물의 유혹(속임수)에 말씀이 막히는 사람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4) 에베소서 4:21-24 = 유혹의(속이는) 욕심을 따라 가는 옛사람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 히브리서 3:12-13 = 죄의 유혹(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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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2.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1) “사로잡을까”  노략물, captives as a spoil of war 

2) “주의하라” : see, perceive, beware of, consider 

데살로니가후서 2:9-12 = 속는 것에 대한 책임  멸망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a. “이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b. “사람의 전통” 

1) “사람의” = 세상의, 인간적인, 사회의 vs. 새로운 길: 하나님, 말씀, 거룩, 진실 

2) “전통”: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3) 교회 안의 전통 

c.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 “세상의 초등학문”: elementary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2)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름 vs. 그리스도를 따름  

3) 갈라디아서 4:1-11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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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4) 골로새서 2:20 

4. 신앙체계(belief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