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38)
주제: 두 가지 할례의 의미
1, 첫 번째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할례: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아니,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창 17:9-14)
*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의 의미:
-"율법애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할례받은 자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사흘이 소요되는 것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
-사내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들이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포피를 베어낼 때에
이미 죽은 자들로 여겨진다는 상징적인 것.
또한 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피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음.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구약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나셨을 때
그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씩겨져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됨.

2. 두 번째 할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할례는 육신 가운데
부분적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몸을 통채로 베어내는 할례.
-.손에 칼을 잡고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 베어내는 할례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를 흘리지 않고 받는 할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잇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히 4:12)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골 2:9-11)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의 칼로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할례..
-다윗왕은 자신의 혼이 죄의 몸에
붙어있음으로 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게 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미래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받을 것을성령
안에서 미리 알고 증거함:
"내 혼이 진토에 붙어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시 1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