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성경 공부

휴스턴 서울교회/2019 년 8 월 2 일
골로새서 개요

1. 저자와 쓰여진 시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지내던 약 A.D. 62 년경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2. 편지의 배경: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에 (A.D. 52-55),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에바브라에게서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철학이나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골
2:8)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유대교의 신앙과 이교도 신앙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본다. 골
2:16-20 절에 나오듯이, 유대교 명절과 축제, 그리고 안식일 율법, 천사 숭배,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듯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심을 강조하며,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들의
새 정체성을 곤고히 하도록 격려한다.
3. 특징: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골로새서 1:15-20 은 시적
형태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지 잘 그려주고 있다.
15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 정체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적으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 구속주, 통치자이심을 강조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힘과 권세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1) 모든 것의 창조주
2)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3) 교회의 머리이며 만물의 으뜸되심
4)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심
5)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와 화해시키심
6) 생명과 영광의 주
7)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지니신 분
4. 중요한 주제들:
1)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신다.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구속하고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3)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새 생명,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에
동참한다.
4)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힘과 권세에 참여한다.
5) 믿는 자들은 죄 된 행실은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름 받았다.
5. 구성:
1)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1-2 장)
ㄱ. 인사, 감사와 기도 (1:1-14)
ㄴ.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 (1:15-20)
ㄷ. 하나님과 화해됨 (1:21-23)
ㄹ.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 (1:24-2:3)
ㅁ. 골로새에 퍼진 잘못된 가르침 (2:4-23)
2) 성도의 신앙 생활 (3-4 장)
ㄱ. 그리스도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3:1-4)
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3:5-4:6)
ㄷ. 개인적 인사와 맺는 말 (4: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