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제:
하나님의 목적과 비밀의 경륜
메시지 1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얻으시고자 하는 그분의 결정하신 의도
성경: 엡 1:5, 9, 11, 3:11, 딤후 1:9, 3:10, 롬 8:28
I. 교회의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아야
한다—엡 1:9, 11, 3:911, 롬 8:28.
II.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얻으시려고 그분께서 결정하신 의도이다 —엡 1:9, 11.
III. 영원한 목적(직역하면, ‘시대들의 목적’)은 영원 과거에 영원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 —3:11.
IV.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A.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B.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린, 목적이 있는
결정을 가리킨다.
C.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 자신과 인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건축된다 —엡 1:2223, 4:16.
V. 에베소서 3장 1011절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계시해 준다.
A.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 —엡 1:45, 9, 11, 2223.
B. 영원 과거 안에서, 다가올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얻으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셨다 —엡 3:1011.
1. 교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과 주제이다.
2.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 동안 내내 존재하지만, 영원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미래를 위해 있다 —마 16:18, 18:17, 계 21:2, 911.
VI.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계획하셨는데, 이 교회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 곧
단체적인 한 몸으로 함께 조율되고 건축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엡 1:2223,
2:2122, 3:1421.
A.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몸이 단체적인 한 그릇, 곧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실
그릇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 엡3:1417.
B.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결정된 의도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소유와 연합하실 수 있는 단체적인 한 그릇인 단체적인 몸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
그릇이 바로 교회이다 —엡 4:46, 16.
C.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큰 기쁨이자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며 소중하다 —엡 1:5, 9, 2223.

VII. 우주의 존재는 교회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계 4:11, 엡
3:911.
A.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우주 안의 만물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준다 —엡 3:9.
B. 신격의 세 위격도 교회를 얻고자 하는 신성한 목적을 위하시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엡 1:323, 마 28:19, 16:18, 고후 13:14, 1:1.
C.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려면, 하늘들과 땅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교회를 얻으실 수 없다 —슥 12:1, 계 4:11.
VIII.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원되었고, 이제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딤후 1:9, 3:10, 롬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