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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골 2:11-12 

 

그리스도의 할례 (2:11-12) 

The Circumcision of Christ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 “또 그 안에서”  

a.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2:10)” perfect passive  “충만함을 받았었으니”  

b.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  (신적인)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 

c.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할례 이상을 충족시키신 예수 

d. 영지주의(가현설)와 율법주의의 위협  

2.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a. 할례(circumcision)  언약(covenant, 계약)의 표징(sign)  

b. “할례를 받았으니”: aorist passive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는 시제) 

c. 창세기 17:1-4, 9-14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위반)하였음이니라” 

d.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 

3.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a. 육(sarko,j): flesh, physical body; human nature, descendants; one's lower nature, 

sinful nature; human being, person, man; earthly life, human realm of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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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몸(sw,matoj): body, living body, physical body;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dead 

body, corpse; the reality or substance (as opposed to a shadow) 

c. “벗는 것이요(avpekdu,sei)”: removal, stripping off, setting (oneself) free from  

d. 로마서 4:1-13: 의롭게 한 믿음은 할례 전에 있었다.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e.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할례 

f. 로마서 7:18-8:11  나의 현실 vs. 영적인 현실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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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a. 세례(baptismw/|): washing, cleansing 

b. “함께 장사되(었었)고” aorist passive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는 시제) 

2.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육체의 부활(bodily resurrection) 

3.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19-20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4.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a. 죽음과 부활의 연관성  

b. 로마서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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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례와 세례 

1.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칭의  언약의 표징(sign): 육체의 할례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관계)의 성례(sacrament): 침례(baptism)   

3.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새로운 인생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