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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1.갈 6:11-18 

 

끝인사 (6:11-18) 

Final Words 

 

(6: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 왜 큰 글자로 썼을까? 

a. 시력, 고문과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적 한계  

 사역에 제동을 걸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b. 대서/서기관(secretary/scribe) 

로마서 16: 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c. 서명식의 끝인사  

1) 고린도전서 16: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 골로새서 4: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데살로니가후서 3: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2.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전체를 썼나 아니면 이 부분만 썼나는 아무도 모른다. 

 

(6: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 “모양을 내려 하는”  

a. 유프로소테오: (euvproswpe,w): 합성어(show + face) 

b. “좋은 모습을 보이려(to make a good showing)” 

2.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a. 율법의 의(행위/자격  나) vs. 십자가의 의(믿음/은혜  예수) 

b. 할례의 표시 vs. 십자가의 예수 

3. 외적인 종교 vs. 내면적인 변화 

a. 외식 vs. 마음 

b. 종교 vs. 정의  

c. 의식 vs. 예배 

4. 사람을 인식(자존심/두려움) vs. 하나님을 경외(자존감/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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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 할례를 강요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  

2.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지만 할례만 강조함 

3. 갈라디아서 2: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a. 새 신자들이 자신들의 소속으로 만들려 함 vs. 예수님의 제자 

b. 다른 세력을 만들려는 노력 vs. 주님의 몸된 교회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 누구를 자랑하는가?  

2.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3. 나와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거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 할례나 무할례  육체의 표시  

고린도전서 7: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a new creation)  삶의 변화  순종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 평강(peace)과 긍휼(mercy) 

a. 복음에 대한 순종하는 자 

b.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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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a.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닌 마음의 괴로움 

b. 갈라디아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2.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a. 흔적(sti,gma, 스티그마타) 

1) 가축, 노예, 등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낙인, 상처, 표시 

2) 성흔: 성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 

b. 고난의 흔적 vs. 할례의 표시 

 

(6: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 갈라디아서 1:1-3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 “은혜가 심령(spirit)에 있을지어다” vs. 율법적(외적인/행위적)인 의   

3.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만 끝까지 신앙의 여정(journey)을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