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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에 3:1-13 

 

바울: 이방인의 사도 (3:1-13) 

Paul the Apostle for Ge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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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므로”  

 화평과 화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감으로 

2.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공과 사의 구분 

 개인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 

3.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4.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5. 마태복음 5:10 

6. 베드로전서 3:13-17  

 

3: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1.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2.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a. 경륜: 1.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2. 세상을 다스림 

b. stewardship (책무 = 책임 + 의무), administration (경영, 행정), plan (계획) 

c. 각 시대를 운영(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  providence 

 

3: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 origination and nature (발상과 본질) 

 

3: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설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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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1. “이제”  현재 

2.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3.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충만과 은사의 중요성 

4.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3: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1. “이는”  3:4 “그리스도의 비밀” 

2.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중요성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key word 

4.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a. 상속: 가족과 유업 

b. 지체: 같은 몸(교회)   

c. 약속에 참여하는 자  성취(책임)   

 

3: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1.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복음 

2.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역의 원동력: 하나님이 일하심 

3.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격이 아닌 은혜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여  

4.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위: 주인이 아닌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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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1.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a. 사울(위대한)  바울(작은) 

b. 과거  소망과 미래  

2.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부르심과 사명 

 

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오랬동안 감추어졌던” 

2.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조주 하나님 

 만물(공간, 물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3:8-13믿음, 소망, 사랑 

3.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a.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b. 지어져가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  

2.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a.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b. 성령님은 아신다. (고린도전서 2:6-14) 

 

3: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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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번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2. “영원한 목적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3. “곧 영원부터”  “오래 전부터” 

4.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key word 

5.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목적: 계획대로, 작정하신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관계 

2. “담대함과” boldness 

3.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right to acess in confidence or trust  

 

3: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2.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suffering, tribulation 

3. “낙심하지 말라” to lose heart, become discourage 

4.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a.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b. 마태복음 5:11-12 

c.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