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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은 에베소인들에게 되어 있다. 수신지의 지명을 따라 붙여진 것이다. 에베소서는 기독교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놀라우리만큼 간결하고도 포괄적으로 잘 요약한 책이다. 이 서신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누구인가? 사도바울이다. 본문에 에베소서의 저자라는 사실이 두번 기록되어 있다(1:1,3:1).
2. 기록 시기: 로마에서 감옥생활을 하던 61 년-62 년 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3. 기록 장소: 로마의 감옥
III. 에베소서의 기본 구성
에베소서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1-3 장) 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다룬 (46 장)이다.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구속 (1:1-15), 성도 개인을 위한 기도 (1 장),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본질 (2 장) 교회를 위한 기도 (3 장)으로 나눈다.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다. 두번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은 교회의 일치 (4:1-16), 성도들의 새생활 (5 장) 가정생활 (6 장) 영적전투
(6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에베소서는 다시 시작말 (1 장), 본론 (2-6 장), 맺는말 (6:21-24) 으로 나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본질 (2:1-3:21) 과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4:1-6:20) 으로 나눈다.
IV. 저작 배경과 동기 및 목적
에베소서는 에베소교회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문제는 이단 (골로새서), 내부의 싸움 (고린도전서), 거짓 고소 (고린도후서),
거짓 교리 (갈라디아서)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뚜렷한 문제보다는 경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가 특히 골로새서에서 언급했던 골로새교회를 위협하던 교리적인 이단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모든 교회는 교리적인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본 서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
V. 에베소서의 주제들
1) 교회 -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룸.
2) 교회의 일곱 방면:
a. 그리스도의 몸(1:23) - 그리스도의 충만 : 생명
b. 새 사람(2:15) – 인격
c. 하나님의 왕국(2:19 上) - 권리와 의무
d. 하나님의 권속(2:19 下) - 생명과 누림
e. 하나님의 거처(2:22) – 안식
f. 그리스도의 아내(5 장) –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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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전사(6:10-20) - 영적 전쟁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1:4-5),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 (1:7), 성령님은 구원을 인치심 (1:13-14) 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 (2:1-10).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VI. 에베소서의 그리스도
1)
2)
3)
4)

구원의
성도의
교회를
교회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룬 성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2:1-22)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1:20-23)

VII.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전체 서신에서 164 회 사용되었는데 에베소서에 35 회가
사용됨.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1:7-12:
20-23)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가 되신다.
2) 핵심 절 : 1:10; 4:13
3) 핵심 장 : 제 4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