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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

Sub Title 1   A Bloody Husband   피의 남편
While Moses was the prince of Egypt, he had to flee when Pharaoh discovered that he had 
murdered an Egyptian.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이집트인을 살인한 일이 파라오 왕에게 발각되어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Moses then went into a period of seclusion that lasted 40 years. 40년이라 긴 세월의 은둔 생활
에 접어들었습니다.

During this time, he had two sons with his wife, Zipporah.  그동안 모세는 집포라라는 아내 사이에 
아들을 두 명 두었습니다. 

God then called Moses back to Egypt.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로 다시 가게 했습니다.

Moses was unwilling at first, and came up with many excuses. 모세는 내키지 않아 여러가지 구실
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Eventually Moses obeyed and he along with his family began the trip back to Egypt. 결국 모세
는 순종하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It was here on the path back to Egypt that God appeared to Moses and tried to kill him. 그런
데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Exo 4:24-26

24.   And it came to pass by the way in the inn, that the LORD met him(Moses), and 
sought to kill him. 

25.  Then Zipporah took a sharp stone, and cut off the foreskin of her son, and cast it 
at his feet, and said, Surely a bloody husband art thou to me.

26.  So he(LORD) let him go: then she said, A bloody husband thou art, because of the 
circumcision.

4:24 ¶ {주}께서 길 옆의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4:25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
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4:26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As the verse above says, the problem was that Moses’ son had not yet been circumcised. 위
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아들이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Circumcision is the act of cutting off the foreskin at the end of a man’s phallus. 할례는 남자의 
남근 표피 끝을 둥그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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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required for all Israeli men to be circumcised 8 days after their birth. 이스라엘 남자는 태
어난 지 8일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Moses’ wife then circumcised her son with a stone knife,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그때서야 돌 칼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and when she saw the blood, she gave her husband the title of “A bloody husband” 피를 흘리
는 아들을 보고 남편에게 피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부쳤습니다. 

Imagine for a moment people who lived in the stone age performing circumcision with a 
stone knife. 여기서 잠깐 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 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상상해봅시다.

There would have been no anesthesia or pain killers. 마취 기술이 미미한 시절입니다. 

It would have been done on a fully awake, fully feeling man.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 사람 잡는 것
입니다.

Do you have <a bloody husband>? 우리 중에 피의 남편을 두신 분이 있습니까? 

If you listen carefully to today's message, you will know who the <A Bloody husband> is.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피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In Exodus 6:30, the situation is as follows. 출 6:30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Moses delivers God’s commandment of releasing His people to Pharoah. 모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Instead of letting the people go, Pharaoh hardened his heart and increased the burden upon 
them.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기는 커녕 마음을 악하게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 
넣었습니다. 

Moses asked God how Pharoah should listen to him, as he was of uncircumcised lips.

모세는 자기 입이 할례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파라오가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
다. 

Ex 6:30

30.   And Moses said before the LORD, Behold, I am of uncircumcised lips, and how 
shall Pharaoh hearken unto me?

6:30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대 파라오가 어찌 내 말
에 귀를 기울이리이까? 하였더라.

Ex 4:10

10.    And Moses said unto the LORD, O my LORD, I am not eloquent, 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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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tofore, nor since thou hast spoken unto thy servant: but I am slow of speech, and 
of a slow tongue.

4:10 ¶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Moses thought the problem was that his mouth was uncircumcised, so his speech wasn’t 
smooth. 자신의 문제는 입이 할례를 받지 않아 언변이 시원치 않고 

His speech was slow and his tongue dull. 말이 느리며 혀가 둔하다고 했습니다.  

Israel takes great pride in being circumcised.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So, circumcision is also performed on the Sabbath, when nothing is to be done.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John 7:22-24

22.   Moses therefore gave unto you circumcision; (not because it is of Moses, but of 
the fathers;) and ye on the sabbath day circumcise a man.

23.    If a man on the sabbath day receive circumcision, that the law of Moses should 
not be broken; are ye angry at me, because I have made a man every whit whole on 
the sabbath day?

24.  Judge not according to the appearance,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
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7: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
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7:24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Jesus tells us that the ceremonial act of circumcision is of little value, but that we need to 
know it’s practical meaning.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것의 실제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meaning in the case of Abraham’s story, the first man of Israel to be 
circumcised. 이제 그 의미를 할례를 맨 처음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Sub Title 2  To Cut off the problem between two 
둘 사이에 있는 문제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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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cision was the first thing God told Abraham to do when promised him a son.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처음으로 행하라 한 것입니다.

At the time Abraham was 99 years old. 그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He could no longer expect to have children naturally. 순리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braham left his homeland of Ur at a young age. 이브라함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Abraham then had a son with Hagar, his wife’s maidservant. 그러다가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 있었고 

Her son’s name is Ishmael and he regarded as the promised son.  아브라함은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 여겼습니다. 

Gen 23: 23-25

23.   And Abraham took Ishmael his son, and all that were born in his house, and all 
that were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among the men of Abraham's house; 
and circumcised the flesh of their foreskin in the selfsame day, as God had said unto 
him.

24.   And Abraham was ninety years old and nine, when he was circumcised in the 
flesh of his foreskin.

25.  And Ishmael his son was thirteen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 in the flesh 
of his foreskin.

17:23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 냈더라.

17:24 아브라함은 구십구 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17: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십삼 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As many as all of Abraham's household were circumcised.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It is also estimated that at least 600 men were in Abraham's house 적어도 600명 이상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and they were circumcised with blood shedding and with stone knives in the same day God 
had commanded them.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날 하루만에 돌 칼로 피를 흘리며 할례를 받았습
니다

With this, Abraham's house would have become a sea of blood. 이쯤 되면 아브라함 집안이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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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This happened about 450 years before Moses' son was circumcised. 이 일은 모세의 아들이 할
례를 받을 때보다 약 4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Gen 17:11-13

11.   And ye shall circumcise the flesh of your foreskin; and it shall be a token of the 
covenant betwixt(between) me and you.

12.  And he that is eight days old shall be circumcised among you, every man child in 
your generations, he that is born in the house, or bought with money of any stranger, 
which is not of thy seed.

13.  He that is born in thy house, and he that is bought with thy money, must needs be 
circumcised: and my covenant shall be in your flesh for an everlasting covenant.

17:11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17:12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네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17:13 네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네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we should know. Circumcision is a token that God's 
covenant is in the flesh as an everlasting covenant. 여기 꼭 알아야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
는 하나님의 계약(언약)이 영존하는 계약(언약)으로 그 살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It then follows the promise of giving him a son through Sarah, Abraham's wife. 그러고 나서 아
브라함의 아내 Sarah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Gen 17:15-17

15.   And God said unto Abraham, As for Sarai thy wife, thou shalt not call her name 
Sarai, but Sarah shall her name be.

16.   And I will bless her, and give thee a son also of her: yea, I will bless her, and she 
shall be a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 shall be of her.

17.  Then Abraham fell upon his face, and laughed, and said in his heart, Shall a child 
be born unto him that is an hundred years old? and shall Sarah, that is ninety years 
old, bear?

17:15 ¶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 하
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17:16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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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17:17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
날 수 있으리오? 구십 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오? 하고

<Ppt Image 돌 칼(석기시대) >

However, when Abraham, who had been promised a son, was told that the promise would 
be fulfilled through Sarah, he laughed to himself. 그러나 아들을 약속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사
라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하자 그만 속으로 웃어버리고 맙니다. 

That's because he was a 100-year-old grandpa and Sarah was a 90-year-old grandma who 
had ceased her monthly period. 그것은 자신이 100세된 할아버지이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90세인 
할머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However, one year after the promise, God kept that promise and gave Isaac to Abraham 
through Sarah.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1년 뒤에 그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과 사라사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Paul expounded on this passage in Romans: 이 대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풀어줍니
다. Let's take a moment and go back to circumcision. 잠시 살펴보고 다시 할례로 돌아가겠습니다

Rom 4

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thee(Abraham) a father of many nations,) before him 
whom he believed, even God, who quickeneth the dead, and calleth those things 
which be not as though they were.

18.   Who(Abrham) against hope believed in hope, that he might beco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was spoken, So shall thy seed be.

19.   And being not weak in faith, he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an hundred years old, neither yet the deadness of Sarah's womb:

20.  He staggered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21.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God)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22.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

4:17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
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4: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4:19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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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4:22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As we can see in Romans 4, God tells his promises to men. 롬 4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는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사람에게 들려주고 

He wants to fulfill it, and he does fulfill it through those who hear and believe.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That is, (God's) promise + (man's) Hear n Believe = (result) fulfillment. 즉 (하나님의) 약속+(사
람의) 듣고 믿음= (그 결과) 성취 입니다. 

The person who believes the promise is justified by God. 이때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
롭다 하십니다. 

This is the essence of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PPT (God) promise + (man) hear n believe = (the result) fulfillment>

23.  Now it was not written for his sake alone, that it was imputed to him;

24.   But for us also, to whom it shall be imputed, if we believe on him that raised up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25.  Who was delivered for our offences, and was raised again for our justification.

4:23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4: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4: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Abraham and Sarah had reached an age where they could no longer expect to become 
parents.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부모가 되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In order to give birth to the promised son, Abraham and Sarah needed to become one so 
that she could become pregnant.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되어 아브라함의 씨
로 임신을 해야 합니다. 

However, the problem between the two was that they did not have a marriage relationship 
for quite a long time. 그런데 부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관계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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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God made Abraham cut the end of his foreskin in a round shape as a token that 
Abraham and Sarah shall share one room again and the two become one.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한 방을 쓰고 둘이 하나되는 token으로 아브라함의 표피의 끝을 둥글게 잘랐습
니다. 

It is not only a token that the oneness between the two will be successful, 둘 사이의 소통이 제
대로 된다는 token일뿐 아니라 

but also the word of God's promise is kept in Abraham's flesh,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의 살 속에 기록되어 

so that the word of God's promise is kept in the flesh of the seed of Abraham as an 
everlasting covenant. 영존하는 계약으로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기 위함
입니다. 

Sub Title 3   God’s Word in the Flesh  

하나님의 말씀이 살에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braham's circumcision is that Abraham heard and believed 
God's promise, and performed the circumcision as a token of that promise. 아브라함의 할례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However, the Israelites did not retain the essence of circumcision given to Abraham,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의 본질은 간직하지 않고 

but circumcised the flesh based on the outward appearance to keep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겉모습만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The following chart summarizes what we have talked about so far. 챠트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합니다

Party God’s Promise Man Deed Fulfilment (Result)

A b r a h a m 
Sarah

A son from Sarah Hear n Believe Oneness o f t he 
couple

A s o n b o r n o f 
Sarah

Whosoever Jesus ’ death n 
rising

Hear n Believe Oneness with Lord Righteousness 
Eternal Life begins

Abraham God ’s Word i n 
Flesh
(Circumcision)

Hear n Believe Cut off the foreskin God ’s Word i n 
Flesh

Israel God ’s Word i n 
Flesh
(Circumcision)

to keep the law of 
Moses

Cut off the foreskin O u t w a r d l y 
Circumcision in 
Flesh

Party(대상) 하나님의 약속 사람 행위 성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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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s gave Israel 613 commandments, including the Ten Commandments.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명령이 담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The law of Moses was written on stone tablets. 그리고 모세의 법은 돌 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the Israelites had a heart to keep the law, they could have kept it,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마
음이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지만 

but when they do not have a heart to keep, the Mosaic Law has no effect.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는 모세의 법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This is the weakness of the Mosaic law. 이것이 모세의 법의 약점입니다 

The problem between us and God is not the law, but our heart not wanting to keep the law. 
우리와 하나님사이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렘 17:9,10

9.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10.   I the LORD search the heart, I try the reins, even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he fruit of his doings.

17:9 ¶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17:10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
람에게 주느니라.

Mk 7:15 18-23

15.  There is nothing from without a man, that entering into him can defile him: but the 
things which come out of him, those are they that defile the man.

7:15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Then the disciples asked Jesus what it meant.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
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듣고 마음에 믿음 부부가 연합 아들의 탄생

Whosoever 
(온 인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듣고 마음에 믿음 주님과 연합 의롭게 되어 영생이 시작

아브라함 계약이 살에 있는 할례 듣고 마음에 믿음 표피 자름 약속이 살에(할례)

이스라엘 계약이 살에 있는 할례 법을 지키는 공적 표피 자름 겉모습의 할례(육체의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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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nd he saith unto them, Are ye so without understanding also? Do ye not 
perceive, that whatsoever thing from without entereth into the man, it cannot defile 
him;

19.   Because it entereth not into his heart, but into the belly, and goeth out into the 
draught, purging all meats?

20.  And he said, That which cometh out of the man, that defileth the man.

21.    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en, proceed evil thoughts, adulteries, 
fornications, murders, 
22.    Thefts, covetousness, wickedness, deceit, lasciviousness, an evil eye, 
blasphemy, pride, foolishness: 
23.  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

7: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19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
라.

7:20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7:21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7: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7:23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So God told us to circumcise our heart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
다. 

This means that the Word of God continues to work in our flesh.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에 있어
계속 일하기 위해서 입니다.  

To be in our flesh is to be engraved in spirit within us, in our hearts.  우리 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 즉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Deut 10:16,17

16.  Circumcise therefore the foreskin of your heart, and be no more stiffnecked.

17.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a great God, a mighty, 
and a terrible, which regardeth not persons, nor taketh reward:

10:16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10:17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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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op of that, we like to hear God's words that we like, 또한 우리는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but our hearts often don’t want to hear God’s words if our flesh doesn’t like them. 우리 육신이 
싫어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렘 6:10

10.  To whom shall I speak, and give warning, that they may hear? behold, their ear is 
uncircumcised, and they cannot hearken: behold, the word of the LORD is unto them 
a reproach; they have no delight in it.

6: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므
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
하지 아니하는도다.

Acts 7

51.   Ye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ye do always resist the Holy 
Ghost: as your fathers did, so do ye.

7:51 ¶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
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We must circumcise our ears as well. 우리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합니다.

God promised Israel a new covenant,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계약(언약)을 약속했습니다 

in which God's laws were written not on stone tablets, but on the tablets of their hearts. 새 계
약(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 판에 기록해두지 않고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Their hearts and ears will be circumcised so that they may hear the promise, and have faith 
in their heart.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약속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Heb 8:7-10

7.   For if that first covenant (Moses’ law) had been faultless, then should no place 
have been sought for the second.

8:7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Here, the first covenant refers to the law of Moses and the second to a new covenant. 여기에
서 처음 계약은 모세의 법을 말하고 두번째 것은 새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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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or finding fault with them, he saith, 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9.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Moses’ law)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in the day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to lead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because they 
continued not in my covenant, and I regarded them not, saith the Lord.

8:8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8:9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
라. [주]가 말하노라.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Mosaic law is the heart’s unwillingness to keep it. 모세의 법의 문
제 중 하나는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The law is powerless to compel the heart’s affection.   모세의 법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할 수가 없
습니다.

10.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saith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 and write them i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o them a God, and they shall be to me a people:

8:10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
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
가 말하노라.

Now, if God's Word is written on our hearts, we can always stay in God's covenant. 이제 하나
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약(언약)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do that, you must first be circumcised.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Circumcision leads to a lot of blood loss, imagine circumcising the heart? 그러나 표피에 받는 
할례도 피를 많이 흘렸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urely circumcision of the heart would lead to death. 분명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죽음으로 이끌
것 입니다. So, we need <a bloody husband>. 그래서 우리에게 <피의 남편>이 필요합니다 

We need <a bloody husband> who will shed blood to die and circumcise our hearts, 우리 대
신 피 흘려 죽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는 <피의 남편>이 필요합니다. 

because we are unable to do so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eb 8:9 is a version of Jeremiah 31:32 without a husband. Heb 8:9는 렘 31:32절에 나오는 남편
이 없는 버젼입니다. 



13

If you see the context of Jeremiah 31:32, Israel has a husband. 인용되기 전의 렘31:32를 보면 
남편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렘 31:32

32.  Not according to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in the day that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which my covenant they 
brake, although I was an husband unto them (Israelites), saith the LORD:

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
노라.

God led Israel as a husband.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In order for Israel to remain in a new covenant, Israel must shed blood and undergo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새 계약(언약)안에 이스라엘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피를 흘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But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that sheds blood is possible only at death. 하지만 피를 흘리는 
마음의 할례는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That is why God shed His own blood and died on behalf of Israel.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
신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If they receive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they can no longer break God's covenant.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약(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As promised to Abraham, the covenant continues in their flesh and becomes an everlasting 
covenant according to God's promise.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언약)이 살에 계속 있어 하나
님의 약속대로 영존하는 계약(언약)이 됩니다.

Rom 2: 29

29.   But he is a Jew, which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that of the heart, in 
the spirit, and not in the letter (in the law of Moses); whose praise is not of men, but of 
God.

2: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Sub title 4  The Circumci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할례
Col 2:

11.    In whom also ye are circumcised with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in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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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The fact that the word of God is a token in the flesh is possible only when the word is first 
engraved on the tablet of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살에 증표로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먼저 마음판
에 새겨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Just as Abraham believed the word of God and circumcised his foreskin and received a son,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자신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얻었듯이

so we believe and put it into our heart.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새깁니다.

If we engrave it in our heart, God's will is accomplished through us,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and it becomes a token of salvation, and that is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그것이 구원의 증
표가 되며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of the heart is tearing the heart by the blood of Christ.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Phil 3:3

3.   For we are the circumcision,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rejoice in Christ 
Jesus, and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3:3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
니라.

We have another chart here to summarize what we talked about above. 여기서 다음 챠트를 보
고 위에서 이야기 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Circumcision

Who Receives? It’s meaning How to do The Result (Fruit)

Abraham A token of God’s word in 
flesh

Cut around off the foreskin Give a promised 
son birth

Israel Keep the Mosaic Law Ceremony of Circumcising Outwardly One

Christ Put off the body of Sins of 
Flesh

Torn on the Cross A New Way to the 
Lord in Heaven

B o r n A g a i n 
Saints

Engrave the Word in Heart Cut around off the Heart The fe l lowship 
with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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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

Now, if we are born-again Christians who have been circumcised in our hearts, 이제 우리가 마
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it does not matter whether we are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in the flesh. 육체에 할례를 받
았던지 무할례 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Gal 5:6

6.   For in Jesus Christ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 thing, nor uncircumcision; 
but faith which worketh by love.

5: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All we need to do is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No1 is to hear God's promises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No 2 is to believe that God will fulfill them 둘째 하나님께서 양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No 3 is to act based upon his promises with loving God.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에 따라 행하
는 것입니다.

Then God will fulfill those promises through us.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
니다.

Heb 10:19,20

19.   Having therefore, brethren, boldness to enter into the holiest by the blood of 
Jesus, 
20.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hath consec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to say, his flesh (, which was torn on the cross);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을 얻었는데

10:20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대상 할례의 의미 방법 결과(열매)

아브라함 살에 있는 말씀의 표징 표피를 찢음 약속의 아들 출생 

이스라엘 모세의 법을 지킴 표피를 찢는 의식만 행함 겉모습만 남아있음

그리스도 육에 속한 죄의 몸을 대신 벗
어 버림

십자가에서 찢기심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새
롭고 산길을 터놓음

거듭난 성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 마음을 찢음 하나님과 교제(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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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the flesh of Jesus was torn to build a new and living way to God,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
져 그 결과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건설했듯이 

just as the promise of God was fulfilled through the circumcision that cut off the foreskin of 
Abraham, 아브라함의 표피가 찢어지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so when we do the circumcision that breaks our hearts, 우리가 마음을 찢는 할례를 하면 

the Word will bear abundant fruit throughout our lives.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
게 됩니다. 

It's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This is my last remarks.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If some of us have a hard time breaking our hearts, we can follow the Lord's example as 
follows. 우리 중에 마음을 찢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1 Pet 2:21

21.   For even hereunto(suffering) were y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that ye should follow his steps:

2:21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
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