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베소서 소개 
마크 라우 브랜슨(Mark Lau Branson) 박사는 에베소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저는 마크 라우 브랜슨(Mark Lau Branson) 박사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머 고다드(Homer Goddard) 평신도 사역학 

교수입니다. 회중 리더십과 선교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구체화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 장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깨닫고, 
에베소인들의 충실한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감사하고, 에베소인들의 응답에 감사해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1 장에서 그들이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입니다. 그 힘은 가정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힘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복음의 구체화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은 1 장에서 본문 전체에 대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10 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학적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성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에베소서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삶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정 교회의 
특정한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그 소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4 장이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속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협력,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서로를 주체로 대하는 것이—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은 이것의 확장입니다. 가정 생활, 경제, 

직업을 다룹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일차적인 소명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인이 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요.  

 

이것이 바울이 3 장 끝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 염두에 두었던 도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가운데 행동-반사의 모드로 대응하고,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미리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가질 때,성령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