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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번 나오는데 그 첫번째가 이번 성경공부의 내용인 1 장 

15 절에서 23 절에 나옵니다. 두번째 기도문이 3 장 14 절에서 21 절에 있습니다. 

• 이 기도문은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문맥에 맞게, 이해되기 쉽도록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 15-16 절의 내용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 

절에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세가지가 같이 언급된 것을 기억하면, 이 세가지가 크리스챤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 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 17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란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중보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혜와 계시의 영’ 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챤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세가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입니다.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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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된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닌, 궁극적인 완벽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합당한 해석은, 크리스챤들이 받을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상속 즉 크리스챤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시간이 될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하나님의 능력’ 을 이야기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보통 ‘능력’ 이 아니라는 것을 ‘강한 

힘’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20-22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살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힘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20-21 절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1 절에서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사람이나 권세에 관한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 장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실절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은 편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언급되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의미보다는 더 광범위한, 우주적인 교회를 묘사합니다.  

•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의미는 관계성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라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안에 있다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크리츠챤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23 절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이라는 표현은  완전함이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