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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trong in God’s Grace: Live as a Vessel of Honor (2 Tim. 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살아감 (딤후 2 장) 

I. PAUL CALLED TIMOTHY TO SPIRITUAL EXCELLENCE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탁월할 것을 말함 

A. Paul called Timothy to be strong by engaging with the grace of God so that he would walk in excellence 
and fullness in his spiritual life. Paul gave him three pictures of the kingdom that are helpful to walking 
strong in the grace of God—the soldier, the athlete, and hardworking farmer.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강건할 것을 말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영적 
생활에서 탁월함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했다.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줬다. 바로 병사와 운동 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다. 
1…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3You therefore must endure hardship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4No one engaged in warfare entangles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5Also if 
anyone competes in athletics, he is not crowned unless he competes according to the 
rules. 6The hardworking farmer must be first to partake of the crops. 7Consider what I say, and may 
the Lord give you understanding [personal application] in all things. (2 Tim 2:1-7) 
1 …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총명을  
주시리라 (딤후 2:1-7) 

B. Be strong in grace: We cannot produce strength, but we can position ourselves in the grace of God to 
experience more strength. Do not be casual about your growing strong in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It 
will not happen automatically, but only by intentionally pursuing it. The Lord will give understanding to 
each of us how to apply these specifically to our life (v. 7).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서 
더 많은 힘을 경험할 수는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건하게 해 나가는 일을 무관심하게 해나가지 
말라. 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의도적으로 추구할 때에만 가능하다. 주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이것을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7절). 

C. Good soldier: This includes hardships, adventures, risks, sacrifices, lost opportunities, etc.  

좋은 병사: 이는 고난과 모험,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1. Endure hardship: Soldiers in combat are exposed to the injustices of war and the risks of 
mistreatment. Paul was imprisoned as a criminal—he suffered as an evildoer (v. 9).  

고난을 받으라[한글 KJV: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 전투 중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바울은 범죄자로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그는 악을 행한 
자처럼 취급 받았다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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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 suffer trouble as an evildoer, even to the point of chains… (2 Tim. 2:9) 
9 … 내가 죄인과 같이 [한글 KJV: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 (딤후 
2:9) 

2. Entangles himself: Do not get swept away by many things happening around you, but be single-
minded and focused like a soldier on active duty. Paul is comparing a soldier to the civilian who 
is free to engage in many things unrelated to their vocation.   

얽매이지 않음: 당신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휩쓸려가지 말고, 마치 임무를 띤 병사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많은 일들에 매일 수 있는 시민과 
병사 사이를 비교하고 있다. 
1…lay aside every weight,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snar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Heb. 12:1) 
1 …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 12:1) 

D. Athlete: An athlete must honor the rules of the game. Our culture honors independence of spirit (some of 
which is good). However, athletes cannot break rules such as stepping out of bounds, grabbing an 
opponent, taking performance-enhancing drugs, etc. Rules can be restricting, but must be kept to gain the 
crown (4:8). David wanted to bring the Ark to Jerusalem (2 Sam. 6). David was very sincere, but he 
brought the Ark back his own way, and God’s judgment ensued.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 문화는 각 영혼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어떤 면은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운동 선수)는 선을 넘어서거나 상대방을 
잡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규칙을 깨는 일을 할 수 없다. 규칙들은 우리를 옭아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4:8).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다 
(삼하 6장). 다윗은 매우 신실했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왔고, 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다. 
13“…our God broke out against us, because we did not consult Him about the proper order.” (1 Chr. 
15:13) 
13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대상 15:13) 

E. Hardworking farmer: The farmer performs much work that is routine and mundane. He plants a seed and 
waits with confidence for a harvest in the future. There is a harvest beyond this age. The farmer is first to 
receive the benefit of his work—this happens in fullness in the age to come.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많은 일을 행해나간다. 그는 미래에 추수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씨앗을 심고 기다린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추수하게 되는 것도 있다. 농부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 유익을 취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 이 일은 다가올 시대에 충만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8…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to me on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2 Tim. 4:8)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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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IVING AS A VESSEL OF HONOR BY THE POWER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살아감 

A. Paul endured hardship for the sake of others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s salvation.  

바울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견뎠다. 
8Remember that Jesus…was raised from the dead according to my gospel… 10Therefore,  
I endure all things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also may obtain [walk in] the salvation which is in 
Christ…11This is a faithful saying: For if we died with Him, we shall also live with Him. 12If we endure,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  
13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He cannot deny Himself. (2 Tim. 2:8-13)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 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딤후 2:8-13) 

B. By God’s grace, anyone can be a vessel of honor that is useful to Jesus in deep partnership.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과의 깊은 동역 가운데 그분께 도움이 되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21…if anyone cleanses himself…he will be a vessel for honor, sanctified and useful for the 
Master, prepared for every good work. 22Flee also youthful lusts; but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2 Tim. 2:21-22)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딤후 2:21-22) 

C. Paul declared that those who receive the abundance of grace will reign in life; therefore they must reckon 
or see themselves as alive to God or as under grace. (Rom. 5:17; 6:11, 14).  
These truths have many implications that affect how we approach and interpret our lives.  

바울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롬 5:17; 6:11, 14). 
17…those who receiv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will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Jesus Christ… (Rom. 5:17)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5:17) 
11Reckon [see]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14For sin shall not have 
dominion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Rom. 6:11, 14) 
11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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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Under law: Being free from the law speaks of being free from the requirements of the OT system of 
animal sacrifices, free from our former position of condemnation and powerlessness, and free from an 
attitude of seeking to earn God’s favor by our works or deeds. The law causes people to strive to try to 
earn God’s forgiveness, acceptance, and favor. Some interpret being free from the law as being free from 
Jesus’ leadership or pursuing Him with diligence. 

법 아래에: 율법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도가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하며, 이전에 정죄를 받고 무력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행위나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말한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납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만든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 (리더십)이나 그분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석한다. 

E. Under grace: Being under grace speaks of being accepted and empowered by God as a free gift. This 
leads us to respond to Jesus with confidence, gratitude, and wholeheartedness.  

은혜 아래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용납하여 받아들이시고 강건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확신과 감사, 전심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F. See yourself alive to God: We received a new position, power, nature, insights, and destiny.  
We are now accepted, enjoyed, indwelt, empowered, and commissioned by God, with a relevant purpose. 
We have the authority of Jesus’ name and the indwelling Spirit, which enable us to resist sin, sickness, 
and Satan. Now we have a significant destiny in God. We are sons of God and the Bride of Christ, who 
function as kings and priests (Rev. 5:10).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새로운 지위와, 능력, 성품,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자들이, 합당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죄와 질병, 사단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계 5:10). 
13…present yourselves to God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God…14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Rom. 6:13-1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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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6:113-14) 

G. We want to fully experience what Jesus freely provided on the cross. This occurs as we reckon ourselves 
alive to God or see ourselves the way that God sees us in Christ. What Jesus freely and instantly worked 
for us on the cross is what He progressively works in us as we respond to the Spirit’s leadership. This is 
referred to as abiding in Christ (Jn. 15:5) or reigning “through”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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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 없이, 즉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나감에 따라 그분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해나가시는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요 15:5), 또는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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