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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 에베소서 3:14-15 (시작 부분) 
 

 
• 오늘 공부는 에베소서 3 장 14 절에서 21 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 중에 두번째 것입니다. 첫번째 기도문은 1 장 15 절에서 23 절에 나옵니다 

• 3 장 1 절이 ‘그러므로’ 로 시작을 하는데, 14 절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내용상 이 기도문은 3 장 13 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 장 1 절로부터 이어집니다. 

2 장에서 구원의 특권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3 장 초반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을 잠시 언급했다가 본래 의도했던 

기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촛점을 맞춘 기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 14 절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세는 진지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담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누가 18:11, 13) 다른 자세들도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 

(마태 26:39), 손을 들고 하는 자세가 언급되고 (딤전 2:8) 그리고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10:13).  

•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가르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 절의 

족속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안에서의 한 가족을 의미하는데, 아버지 (Pater)와 족속 (patria) 

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의 헬라어 발음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바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 – 에베소서 3:16-19  
 

 

 

 

 

• 16 절의 속사람은 영어로는 Inner being (Inner man) 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대조되는, 마음 깊은 곳 (deep in the heart),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14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15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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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같은 말이 로마서 7:22, 고린도 후서 4:16 절에 나옵니다.  

• 17 절에 나오는 ‘머물러 계시게 하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말에는 ‘일시적이지 않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안정적으로 머물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 18 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들의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NASB,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영어성경). 19 절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단어들의 목적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새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 18 절에서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빈다고 

하지만 19 절의 ‘지식을 초월하는’ 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보면 실제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이 크고 놀랍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막한 찬가로 마무리 – 에베소서 3:20-21 

 

 

 
 
• 사도 바울은 19 절로 간구하는 기도 내용을 마치고 20 – 21 절에서 짧은 찬가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 합니다. 한두절 정도로 짧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는 (doxology)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 찬가에서는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21 절)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 20 절의 내용은 앞서 1 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문 내용중 1:19-21 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19 절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풍성하다고 말한 바울은,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 에베소서는 내용적으로 1-3 장과 4-6 장이 구분이 됩니다. 앞선 3 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4-6 장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집중합니다. 이런 내용 전개를 염두에 두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이 부분에 찬가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