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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20-23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로 하여금 알
게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마칩니다(1:15~19).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식에는 교회의 핵심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5가지 일
1.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20

고린도전서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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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를 높여 하늘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22

사도행전 7:55-56

3.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21

빌립보서 2:11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
나님과 본체시나 낮아지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의 영광, 지위, 인격과 권세까지 내려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자 예수님
을 단번에 높여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더 뛰나게 하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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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22

마태복음 28:18

사도행전 3:6-8

5.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18-20

교회는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영광스
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존귀도 영광도 머리되신 그리스
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
시는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요, 그의 거룩하심이 교회의 거룩함입
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만큼 교회는 그의 몸
으로서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
와의 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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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되신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지난 5과에서 교회의 능력과 힘은 하나됨과 거룩함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
다. 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연합할 때
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화평할 길도, 거룩함에 이를 방법도 없습니
다. 올바른 교회론이 교회를 힘있게 합니다.
6. 교회가 하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역할을 은사와 직분으로 받
아 수행합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손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은 발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는 코 나름의, 눈은 눈 나름
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직분들 중에 누구도 머
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14

7. 교회의 바른 영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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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대항
하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
을 높이는 저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다.]
■ 읽어보기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미없는 비천한 그리스
도인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충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파악하고 붙잡고 있는 범위 안에서 죄 짓지 아니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이 신약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거룩과
성화로 곧바로 유도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의 일부 입니
다. (마틴 로이드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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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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