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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9.골 3:1-11 

새 사람을 입으라 (3:1-11) 

Put on the New Self 

 

(3:1-4)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삶: “위의 것을 찾으라” 

a. 마태복음 6:31-33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 생각이 바뀜: 이 땅  위의 것을 위한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c. 목적지가 바뀜: 이 땅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2. 다시 살리심은 받은 사람의 미래 

a.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하나님의 나라) 

b.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  영화(glorification)  

 

(3:5-8)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1. 경계해야 할 죄 

a. 음란(sexual immorality, fornication) 

b. 부정(impurity, impure motives) 

c. 사욕(lustful passion)  

d. 악한 정욕(evil desire, passion) 

e. 탐심(coveteousness) = 우상 숭배 

2.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 

3.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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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멈춰야(벗어야) 할 죄 

a. 분함(explosive wrath or anger) 

b. 노여움(external and intense feeling) 

c. 악의(malice, hateful feeling) 

d. 비방(헐뜻는 말) 

e.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3:9-11)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함 

2.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 

3.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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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7)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