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2
비밀의 경륜을 보도록 빛 비추어짐
성경: 엡 3:35, 9
I.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 주는 것’을 위임 받았다 —엡 3:9, 행 26:18, 13:47.
II. 신약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역대로 신약
시대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었다 —엡 36, 9, 5:32.
A. 성경에서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이다 —막 4:11, 롬 16:2526, 골 1:2627, 2:2, 4:3, 엡 1:9, 3:34, 9, 5:32,
6:19.
B.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의 감추어진 목적인데, 이 목적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다 —엡 3:9.
C.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누구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계 4:11, 엡, 3:9, 골 1:16.
1.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한 욥은 옳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은 시대들의
비밀이었다 —욥 10:13, 엡 3:9.
2.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
시대에 걸쳐 그분의 의도를 감추어 두셨다 —창 1:26, 롬 16:25.
3. 신약 시대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다. 비밀, 곧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은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알려졌다 —엡 3:35.
III.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엡1:10, 3:9, 딤전 1:4).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셔서(롬 8:29, 요일 3:2) 한 유기체,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엡 2:1516). 이것은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며(엡1:2223, 3:19)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계
21:2—22:5).
IV.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A.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교회를 갖는 것이다 —엡3:910.
B. 바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엡 3:89.
1.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엡
3:1011, 21.
2.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 비춤을 주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엡1:5, 9, 11, 3: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