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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9.에 3:14-21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3:14-21) 

Apostle Paul’s Second Prayer  

 

3:14-15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 (영적, 선조, 생존) 

a. 족속: patria. (patriarch), lineage, family, people, nation  

2. “이름은 주신 아버지”  

a. 족보(누가복음 3:23-38):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b. 이름: 뜻과 의미  

c. 다른 아버지 (요한복음 8:44) 

3. “무릎을 꿇고 비노니”  

a. 기도: 영적인 행위 (겸손) 

b. 기도하는 자세: standing, sitting, kneeling, prostrating,    

c. 마음의 자세 –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다른 것에 꿇지 않는다.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 “그의 영광(do,xa)의 풍성함을 따라”  riches, wealth of His glory  

a. 영광(명예, 찬란함, 위엄, 지존, 찬양, 능력)  vs. 수치  

b. 빛 vs. 어두움  

2.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a. 성령사역의 중요성과 성령충만의 필요 

b. 고린도전서 2:10-14 

3. “너희 속사람을” 

a. “true self” 진정한 자아  

b. 내면세계의 중요성 vs. 겉사람(외모) 

c. 생각과 마음 상태의 중요성   

4.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하게, 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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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a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 “믿음으로 말미암아”  

a. 내면 세계의 전쟁  믿음으로 한다.  

2.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a.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 안에서  약속의 언약 

b.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  언약의 완성  

 계시게 = 살게, dwell 

c. 믿음과 허락: 수용의 여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PDF file  

d. 고린도후서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3:17b-18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추구  

2.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시작과 기초가 시작되었으니 

a. 시제: 현재 완료형 having been rooted and grounded” 

b. 생물학 + 건축학 

3.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4. “지식에 넘치는”  지식의 한계를 넘는  

5.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경험하고  

 

3: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2. “깨달아” come to know, realize, learn  경험 

3.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우리의 충만함으로  

a. 성숙함 Christian maturity 

b. to be like Jesus  

4.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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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험(experience)  필요, 요구  구원 

b. 성숙(maturation)  원함  사역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1. 송영, doxology 

2.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의 주체  하나님 

3.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a. “생각하는” = 이해하는  

b. “넘치도록” = so much more than what we can ask or imagine 

4. “능히 하실 이에게”  능력의 통로  믿는 자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 3:20 “이에게” to Him = 하나님(God) 

2. “교회 안에서와”  공동체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체 

4.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각 세대와 영원까지  

5. “아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truly, assuredly 

 

 

1-3 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약속 

4-5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