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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6.에 4:1-12 

 

 성숙한 연합 (4:1-16) 

Maturing Unity 

  

1-3 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약속 

4-5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순종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 3: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2. “the prisoner for (or of) the Lord”  

3. “권하노니(exhort), 간청하다(beseech), 비노니(beg) 

 원어: 내편으로 와서 도우라고 부르는 것 

 빌립보서 3:17-19 

4.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a. 영어 “walk in a manner worthy of calling which you have been called” 

b. “to walk” = “to walk around” as in a course of life, that is, a lifestyle 

c.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d. 부르심으로의 초대  새로운 정체성  합당한 삶 

 

4: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 겸손(humility, lowliness of mind) vs. 교만(pride)  루시퍼 

잠언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 온유(gentleness, meekness) vs. 권리(rights), 대응(retaliation)  은혜 

3. 오래 참음(patience, long-suffering) vs. 화(성질, temper)  끝까지 참는 것 

4.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a.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b. to endure – 견디다   

c. 고린도전서 13:4-7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 1-2 절의 결과: 하나됨(the oneness, or unity,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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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는 줄로” bond of peace vs. bond of sin 

3.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실히(deligently)” 지키라  

 

4:4-6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 한 몸(body)  교회,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 the catholic, or universal, church”  

2. 한 성령(Spirit)  Spirit (고린도전서 12:12-13) 

3. 한 소망(hope)  같은 미래로 부르심을 받음 

4. 한 주(Lord)  주권: 예수 그리스도 

5. 한 믿음(faith)  대상: 예수 그리스도 

6. 한 세례(baptism)  예식 into the body of Christ Jesus  

7. 한 하나님(God)  신: 유일신 사상  무소부재의 하나님 

8. 한 아버지(father)  가족: 하나님-아버지 

 “만유(all)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7-8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식  

2.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measure)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3.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vs. 시편 68: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포로들의 주인(host)을 사로잡아 (시편) 

 감금(captive)된 자들을 감금해   

4.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4:9-10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초림 

2. 하나님의 충만에서 빠진 감금된 자들을 포함시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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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 4:8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2. 사도(apostles): 보내심을 받은  

3. 선지자(prophets): 예언(foretelling), 계시(revelation), 권면(exhortation), 세워줌(edification) 

4. 복음 전하는 자(evangelists): 전도 

5. 목사(장로, elders): 목양과 치리 

6. 교사(teachers): 말씀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 직분자들의 역할: “성도을 온전하게 하여”  to equip = 준비하다, 갖추다  

2. 목적: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work of ministry (or service) 

3.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교회를 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