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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8.골 2:13-15 

 

십자가의 승리 (2:13-15) 

The Triumphant Victory 

 

(2: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a. “범죄와”  기준을 깨뜨리는 행위 

1) 양심의 법 

2) 종교법 vs. 사회법 

b. “육체의 무할례로” 

 언약과 율법이 없었던 

c. “죽었던 너희를”  

1)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2) 현재분사 시제: “죽은 너희를”  

3)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4) 요한복음 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 로마서 6:12-14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2.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aorist active tense =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현재에 이어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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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하셨고” = 과거의 사건  

a.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b. 에베소서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a.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against, hostile 

b. 법조문  율법 

c. 쓴 증서  고소장, 채무 구좌  

d. “지우시고” wipe away or out, remove; cancel, destroy 

2.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a. “제하여 버리사”  take up or take away 

b.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무효화 시키셨다.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a.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영적인 세력들 

b. “무력화하여”  disarm, strip off 

2.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정체를 알리시다. 

3.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a. “십자가로”  죽음의 댓가 

b.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행진을 이끄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