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께끼:

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네 다리, 
낮에는 두 다리, 저녁에는 세 다리가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다.





(엡 2:19, 새번역)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
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의 가족입니다.

(Eph 2:19, ESV)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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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at that time)

이제(now)



(엡 2:11,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
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
림을 당했습니다.

(Eph 2:11, ESV) Therefore remember 
that at one time you Gentiles in the flesh, 
called "the uncircumcision" by what is 
called the circumcision, which is made 
in the flesh by hands--



(엡 2:12, 새번역)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
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
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Eph 2:12, ESV)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d from Christ, 
alienat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엡 2:13, 새번역)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Eph 2:13, ESV)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I.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
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
니다.(16)



(엡 2:16, 새번역) 원수 된 것을 십자
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
다.

(Eph 2:16, ESV) and might 
reconcile us both to God in one 
body through the cross, thereby 
killing the hostility.



(갈 3:26, 새번역)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Gl 3:26, ESV) for in Christ Jesus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I.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16)



(엡 2:16, 새번역) 원수 된 것을 십자
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
다.

(Eph 2:16, ESV) and might 
reconcile us both to God in one 
body through the cross, thereby 
killing the hostility.



(엡 1:5, 새번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Eph 1:5, ESV)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III. 하나님의 가족은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18).





(요일 3:1, 새번역) 아버지께서 우리
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
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Jn 3:1, ESV) See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o we are...



God loves me! 

I am God's kids!



(롬 8:29,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
하셨으니...

(Rm 8:29, ESV) For those whom 
h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엡 1:11, 새번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Eph 1:11, ESV) In him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God's family membership



(엡 2:18, 새번역)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Eph 2:18, ESV)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갈 4:6, 새번역)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
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
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Gl 4:6, ESV) And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히 2:11, 새번역)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
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
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Heb 2:11, ESV) For he who 
sanctifies and those who are 
sanctified all have one source. That is 
why he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