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엡 1:10, 새번역)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Eph 1:10, ESV) as a plan for the 
fullness of time, to unite all things 
in him,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엡 3:14, 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아
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Eph 3:14, ESV) For this reason I 
bow my knees before the Father,



(엡 3:15, 새번역) 아버지께서는 하늘
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
여 주신 분이십니다.

(Eph 3:15, ESV) from whom every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 is 
named,



I.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엡 3:16, 새번역)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
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
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Eph 3:16, ESV) that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he may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롬 7:15, 새번역) 나는 내가 하는 일
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
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Rm 7:15, ESV) For I do not 
understand my own actions. For I 
do not do what I want, but I do the 
very thing I hate.



(롬 7:20, 새번역) 내가 해서는 안 되
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
입니다.

(Rm 7:20, ESV)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롬 7:22, 새번역)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Rm 7:22, ESV)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in my inner being,



(롬 7:23, 새번역)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
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Rm 7:23, ESV) but I see in my 
members another law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captive to the law of 
sin that dwells in my members.



(롬 7:24, 새번역) 아, 나는 비참한 사
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
를 건져 주겠습니까?

(Rm 7:24, ESV)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롬 8:2, 새번역) 그것은,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Rm 8:2, ESV)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롬 8:5, 새번역)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
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
니다. 

(Rm 8:5, ESV)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롬 8:13, 새번역)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
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Rm 8:13, ESV)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II.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
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엡 3:17, 새번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
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Eph 3:17, NLT) Then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s as 
you trust in him.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은 더 많이 당신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될 것입니다.” 



III.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
는 여러분은 사랑으로 기도하
시기 바랍니다.



(엡 3:17, 새번역)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Eph 3:17, ESV)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엡 3:18, 새번역)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
달을 수 있게 되고,

(Eph 3:18, ESV) may have 
strength to comprehend with all 
the saints what is the breadth and 
length and height and depth,



(엡 3:19, 새번역)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
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
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
니다.

(Eph 3:19, ESV)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롬 8:35, 새번역)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
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
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
입니까?

(Rm 8:35, ESV)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하나님은 내가 받을 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
니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
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발
로 뛰어 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일 뿐
입니다.”



(엡 3:20, 새번역) 우리 가운데서 일
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Eph 3:20, ESV)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far more abundantly 
than all that we ask or think, 
according to the power at work 
within us,



(엡 3:21, 새번역) 교회 안에서와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Eph 3:21, ESV)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ever and ever.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