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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2.골 2:18-23 

내가 만든 신앙 (2:18-23) 

The Self-Made Religion 

 

(2: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1.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a. “(꾸며낸) 겸손” = 자신을 높이는 것 vs. 겸손 = 하나님을 높이는 것  

b. “천사 숭배”: 천사는 숭배(경배,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c.  “이유”: “의지(주장, 강요)” “원함(기쁨)” 

1)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보다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겸손이다. 

2) 간증의 문제: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3)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어떠한 사람도 중보자가 못된다. 

4) 어떤 천사와 인간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단 

2.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a.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1) 이단의 시작: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가짜 예수, 계시, 환상, 경험, 등 

2) 확인 과정: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도자, 신앙 공동체 

b.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타락한 육체의 생각을 따라  

c. “헛되이 과장하고”  정직성 결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간증) 

3.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a. “(받은) 상(prize)을 불합격(disqualify, rob, defraud)하지 못하게 하라” 

b. 요한이서 1:7-8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c. 요한계시록 3:9-11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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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d.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4.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a. “머리” = 그리스도 예수 

b.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간 부분  생명을 잃는다. 

5.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a. 온 몸 = 교회  

b. 성장의 이유  

1) 공급(영양분, nourishment)  

2) 연합(연결, connection)  

c. 성장하게 하시는 분 = 하나님 

d. 에베소서 4:16 “그(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1.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8 공부 참고) 

2.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a.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름 vs. 그리스도를 따름  

b. 종교에 귀속된 사람 vs.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2: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1.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earthly, disposable & temporal vs. eternal  

3.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vs.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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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1. “이런 것들은” = “세상의 초등학문” +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2.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a. “자의적 숭배”  

1) “self-imposed” or “self-willed” religion”  

2) 자신이 만든 종교  자신을 높이는 종교 

b. “겸손” = 꾸며낸 겸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겸손 

c. “몸을 괴롭게 하는 데”  금욕, 고난, 거룩, 신령, 헌신, 희생, 등의 모습 

d. “지혜 있는 모양(말씀)이나”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나 

3.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a. 거짓 선지자, 교사 = 이단, 사이비 교주의 공통점  

 재정비리, 사치, 성적인 타락 

b. 자기 숭배에는 생명이 없다.  

c. 종교에 유익(가치)이 없다. 

4. 마태복음 7:21-23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