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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4.골 2:9-10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2:9-10) 

The Fulfillment in Chris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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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2. “그 안에는”  핵심 단어  

3. “신성의 모든 충만이”  

a. 신성(th/j qeo,thtoj): deity, divine nature, godhead 

b. 충만: 1:19  (신적인) 충만: fullness, completeness (often of the divine being or 

nature, 온전함), fulfillment(실현, 성취), completion(완성) 

c. 충만을 “신”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강조 

4. “육체로 거하시고” 

a. “육체로” 부사(adverb)  

1) 인간의 몸으로(in human form), 육체의 모양으로(in bodily form) 

2) 가현설(Docetism) 

3) 요한일서 4:1-3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b. “거하시고”  현재형(present active), 거하다(to dwell), 정착하다(to settle, live) 

c. 문자적 의미: 장막(텐트)를 치다  

 구약의 성막  

5. 요한복음 1:1; 1:1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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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의 조건과 현실이 충족되어 육체로 존재한다.  

7.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할 수 없다.  

 

(2: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a. “충만하여졌으니(peplhrwme,noi)”: 과거 수동태 완성형(perfect passive)  fulfill, make 

come true, bring about (of Scripture); fill, make full; bring to completion; complete, 

accomplish, finish  

b. 요한복음 16:14,16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c.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충만(fullness)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superiority)  

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신성의 성취(fulfillment)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취(satisfaction)  

2.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a.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b. “the head of every ruler and authority” over 천사 

c. 천사숭배사상(worship of angels) 

d.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수 있는 사상이나 존재가 있어서는 안된다. 

e. 히브리서 1:1-14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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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