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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8.에 1:1-14 

 

인사와 바울의 복음(1:1-14) 

The Greetings and Gospel according to Apostle Paul   

 

인사 (Greetings):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 저자: 사도 바울 (3:1) 

a. 영적인 권위(spiritual authority)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b. 소명(calling):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응답, 확신, 순종  준비와 보내심   

 

2. 수신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a.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 4:16) 

b.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a[gioj): 거룩한 자들 = 구별된 자들, set apart  

c.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자(pisto,j): 신실한 자들, the believing  

 

3. 에베소  

a.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에 침략 당함 

b. 인구 25만의 로마 제국의 4번째로 큰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 

c. 상업, 문화, 종교의 도시 (25,000 석의 야외 극장) 

d.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 성전이 있는 곳 (사도행전 19:21-41) 

129.5m (425 feet) 길이 x 68.6m (225 feet) 너비 + 127개의 기둥 (120년) 

e. 사도 바울이 공 들인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31) 

f.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의 하나 (요한 계시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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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a. “하나님 우리 아버지” 

b. “주 예수 그리스도” = 주(ku,rioj)  

c. “은혜와 평강(평화)”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성(Deity of Jesus Christ) 

2.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a. “그리스도 안에서” –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key word) 

b.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 

c.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시는 (availability) 

Tap into every spiritual blessing!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 “창세 전에”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영원에서 영원으로  

2. “우리를 택하사” – Election (택하심) 

단순과거형 – 이미 끝난 과거의 사건이다.  

3. “우리로 사랑 안에서”  성화의 방법 (1:5절에 붙여서 해석, ESV, NASV, NIV, etc.) 

4.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다. 

구별과 변화 (setting apart to become blameless)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쁨  



3 
 

2.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predestination)  미리 정하사 

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법 

4.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 “거저 주시는 바”  

 은혜, unmerited favor of God 

3.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함”  찬송의 이유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 강조 

2.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 고유의 은혜에 대한 표현 

3. “그의 피로 말미암아”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1:5) 

 피는 희생물과 생명을 말함  

4. “속량” redemption  노예의 자유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 

죄의 대가, wages of sin 

5.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영지주의) + 총명(생각하는 방식)  복음의 뛰어남을 강조 

2.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계시 

3.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 

4. “그리스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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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6.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됨: 혼돈에서 일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하신다. 

2. “계획”  plan and Providence (예정과 준비, 섭리와 완성) 

3.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을 얻었으니 

 

(1: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그리스도 안에서” 

2.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우리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 “그 안에서”  

2.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진리이다.  

3. “그 안에서”  

4. “믿어”  인간의 반응 

5.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 하나님의 계획 

 인치심: 소유와 확증 

 

(1: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의 사역 

2.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3.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찬송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