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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3:14~21 / What it really means to be a Christian /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

In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is quite common (e.g., Australia and South Korea), we can easily 
see the trend, so-called “Cultural Christianity”. 
 
In this context of “cultural Christianity”, one’s understanding of being a Christian is merely 
defined through the things that rather seem superficial. So, if they ask themselves, the question 
of “why am I a Christian?”, They would answer, “I am a Christian, because I grew up in a 
Christian family, or I used to go to a Christian school, or I attend church on Sundays.”
 
But, through this morning’s passage, we see a profound aspect that really defines and shapes 
our Christian life. So, we see, our Christian lif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merely defined 
through outside, superficial activities, but there is a more profound spiritual aspect that really 
defines and shapes our Christian life. 
 
Therefore, the big question for this morning’s sermon is this: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What defines and shapes our Christian life?”
 
In answer to this question, we firstly see, through today’s passage that, it is about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So, for the first part of the sermon, I will talk about what it 
means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Then, Paul from today’s passage also talks about the result of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So, in the 2nd part of the sermon, I will talk about the result/fruit of experiencing God’s 
power that shapes our Christian life. 

호주나 한국과 같이 기독교가 보편화한 사회를 보면 그 사회 안에 흔히 말하는 , “Cultural 
혹은 문화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Christianity” “Sunday Christian” .

이런 의 특징은 매우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들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려 함에 Sunday Christian ,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을 이분들에게 할 때 답하기를 내가 . “ ?” , “
크리스천인 이유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혹은 기독교 학교에 다녔기에 혹은 , , , 
일요일이 교회를 다니기에 라는 식으로 답함으로 지극히 표면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 ,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표면적인 것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 , 
정의하는 좀 더 근본적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얄팍한 표면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 , 
영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는 “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인가?”, “ ?”

이 질문에 답변으로 설교 첫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 ,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 

설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함의 결과에 대해 말씀할 때, , ,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하나님 능력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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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We firstly see from today’s passage that, living a Christian life is about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So the question here is what does it mean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Paul here, is firstly presenting God, as the source of great power and authority, who exercise 
His power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f we look at verse 15 for example, (from whom every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 is 
named), Paul is basically saying that God is a powerful and almighty God, who exercises His 
authority over all He has created, by naming them. 
 
For example, when we as parents, give names to our children, it shows our authority over our 
children as parents. In the same way, when it is God, who gives name to the family of faith, 
this is to say, He is the one, exercising His authority over them. 
 
Now, we see one particular area, where His power and authority are exercised from verse 16. 
When Paul says in verse 16 that, “he may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We see it is God who exercises His power to strengthen His 
people with power through the Holy Spirit. (He uses His Spirit as the agent to strengthen His 
people). 
 
And from this verse, I especially want to bring two important aspects of God’s power to your 
attention: 1. The generosity or the abundance of God’s power. 2. the effectiveness of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임을 보게 ,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

우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권세와 능력의 근원으로 그의 능력을 영광의 풍성함을 , 
따라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절을 보면14~15 ,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권세 가운데) , ,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 이름을 줌으로 그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 , 
권한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 , 
주셨다는 사실은 이 모든 족속에게 그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 할 때 오늘 구절은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절에서 말씀합니다16 . 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6 “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 이 구절을 통해 보게 .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 , ,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절 구절에서 이런 하나님 능력의 두 중요한 면모를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능력의 16 , : 
풍성함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의 효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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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as God strengthens His people with His power, we can see the generosity of God’s 
power. For instance, when verse 16 begins with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Paul 
here is saying that, when God strengthens His people with His power, He does that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This is really staggering when we know that, God’s riches are without limit and bound. This is 
saying, when God strengthens His people, with His power, God does not do this in a stingy 
way, where we are to be barely strengthened. BUT it is God, who strengthens us according to 
His riches, according to his limitless riches and generosity. 
 
Secondly, we can also see the effectiveness of God’s power. 
 
At the end of verse 16, Paul writes,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your inner being” Paul here is saying that, the innermost being of a person 
is to be strengthened with God’s power. 
 
So, we see, it is not a power than brings superficial and shallow change, but it is a power that 
brings profound change by affecting the innermost being of a person. 
 

- The result of God’s power. 
As we understand the rich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God’s power, today’s passage then 
talks about the ‘result’ of God’s power. Therefore, in the 2nd part of the sermon, I will aim 
to talk about the result of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능력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절에서 그의 영광의 , . 16 “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함은 그의 영광의 ” , “
풍성함을 따라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은 방대하며 한이 없는 풍성함을 의미할 때 이는 우리에게 “ ” , ,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셔서 우리가 간신히 그 능력 가운데 . ,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그의 풍성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의 효력을 봅니다. 

절에서 16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속 ” , “
사람 은 한 사람을 주관하는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표면적이면서 얕은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아닌, , 
한 사람을 주관하는 깊은 내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결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풍성함과 그 효력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능력의 , 
결과 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 “ ” .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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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Paul writes in verse 17 that, as the result of God’s power through His Spirit, “Christ 
dwells in our hearts through faith.” The question here is, what does it practically mean that, 
Christ dwells in our hearts?
 
When Paul says “in our heart”, he is referring to the core of a person. And when it is 
Christ who dwells in our heart, this is to say that, Christ dwells in our heart, as the master of 
our house. 
 
In other words, this is to say, Christ may be at the very center of our lives, and He would 
become the controlling factor in our attitude and conduct. And in the broader context of 
Ephesians, Paul also provides practical life examples, of when Christ dwells in our hearts and 
becomes the controlling factor in our lives. 
 
So, for example, when we first look at Ephesians 1:18, Paul writes “…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From this verse, we learn that, as Christ 
lives in our hearts by his power, He is the one who enlightens us to see the hope we have in 
God and the glorious inheritance. So, he guides us to live by looking at the living hope. 
 
And if we also look at Ephesians 5:19, Paul writes that “addressing one another in psalms …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to the Lord with your heart.” Here, 
we also see that, as Christ lives in our hearts, He guides us to praise and worship God from 
our hearts with hymns. 
 

첫 번째로 바울은 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17 , ,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 ,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바울이 너희 마음에“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 은 사람을 움직이는 , “ ”
내면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집에 거주한다는 배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 ” . ,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은 집에 거주하며 그 집을 다스리는 주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 , 
집주인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인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부에 계셔서 우리의 , , , 
태도와 행동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 곳곳에서 .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져 엡 절을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 합니다1:18 ,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사실은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며 하나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 ,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며 .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엡 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5:19 , . “…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이 구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구원의 ,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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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stly, if we look at Ephesians 6:5, Paul writes that “Bondservants, obey your earthly … 
masters with fear and trembling, with a sincere heart, as you would Christ.” Here, we see, as 
Christ lives in our heart, He is the one who guides and motivates us for godly obedience to His 
Word. 
 
So, as we experience God’s power, it is Christ who lives in our heart, through His Spirit, and 
Christ accordingly enlightens us to see the living hope, guides our heart to praise His loving 
grace, and motivates us for godly obedience. 
 
So, this is the very result and fruit of the power of God, we see in our daily life.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power of God, we often try to understand it through visible 
signs. And people often think that, only the visible miracles are a good example of God’s 
power. 
 
But through today’s passage, we really see the wonderful example of God’s power working 
in our hearts. 
And it is when our heart, which was cold and hard as a stone, is changed to see and trust 
Jesus as our Lord and Saviour. And it is when our heart rejoices in the living hope, and it is 
when our heart sings and praises His saving grace, and it is when our heart is motivated to 
follow His Word, that we see the wonderful example of God’s power working in our heart. 
 
This also reveals that being a Christian is essentially a matter of the heart. As mentioned 
earlier, we often have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where living a Christian life is 
just about attending church on Sunday, or being part of a Christian family (or reading a bible 
or daily devotion). And Pharisees were the ones who displayed a good example of this. On the 
outside, they seemed virtuous and faithful, but Jesus still rebukes them because their heart was 
far away from the Lord. When we understand that, it is God who dwells in our heart by his 
power, and accordingly motivates us and guides our heart to praise His name and follow His 
Word, we learn that, living a Christian life is essentially a matter of the heart.
 
마지막으로 엡 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6:5 ...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심을 ,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 , 
마음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 , , 
찬송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를 가시적인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 . 
어떤 분명한 기적을 보는 것 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과 같이 굳어 있고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 , , 
믿고 변화하여 산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 , , , 
살아가게 함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설교 , , .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같은 , , 
표면적인 것들로 정의하려 합니다 한편으론 바리새인들이 이런 신앙의 극단적 예를 보여줍니다. . 
표면적으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 .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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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e can think about this in the context of this Sunday’s worship. Why would you spend 
2~3 hours of your time on this precious Sunday morning coming to church? Was it because you 
think it is something you just have to do as a Christian? Or was it because of your heart 
motivated you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ing mercy and to praise His name? 
 
If you think, living a Christian life “on the outside” is good enough, I would really encourage 
you to think again, and I encourage you to see that, it is God, who invites us into a richer and 
more fulfilled life, by motivating and changing our heart on the inside!

Now, lastly, another result of experiencing God’s power is that, we would know the love of 
Christ. 
 
In light of verse 15, when we see that, it is Paul’s earnest desire and prayer that we would 
know the love of Christ, the question here is, especially if you are not a Christian yet, is 
this what is the big deal of knowing Jesus’ love? Why is it so important to know the love of …
Christ?
 
Well, in answer to this question, knowing God’s love is really important and it is a big deal 
for us, since God’s love is not simply a matter of feeling or emotion, but also a matter of His 
will.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define love, we simply understand it as a deep feeling or 
emotion. But as John MacArthur comments, we see, that God’s love also involves His will.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 
거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 , , ,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 모습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  

적용 질문으로 우리가 왜 오늘 교회에 모여 예배하러 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으로 과연 우리가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 . , , 
가운데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들여 . 2~3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그저 습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한다는 ? 
단순한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 ? ,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오셨나요, ? 

만약 여러분께서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변화시키심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 , , 
살아가게 하심이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함의 또 다른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 , 
사실입니다. 

절과 절의 배경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15 18 ,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간절한 바울의 간구를 볼 때 왜 . ,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질문의 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 , 
단순한 감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그의 의지 또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해하고 정의하려 할 때 이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정의하려 합니다, . 
그러나 라는 분이 말씀하듯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 John MacArthur , 
나타나는 그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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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look at John 3:16 for example, when Jesus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and 
gave His only Son”, We see that God’s love for the world, resulted in sending His only Son! 
So like this example, God’s love is not only a matter of emotion but also a matter of His will. 
And we accordingly see that, God’s love, is a love that results in saving His people. 

When we look at another verse that describes God’s love, 1 John 4:10 says this “In this is … 
love, not that we hav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So, knowing about Christ’s love, is about knowing God’s will to save His people, where He 
has sent His only Son, Jesus, to die as the penalty of our sin. And this accordingly reveals 
God’s richness of mercy and unconditional love. 
 
I mean, as Paul says in Philippians 2:8, how is it that, while Jesus was the Son of God,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And As Paul also writes in Romans 5:8, how is it that, 
Jesus as the Son of God, could suffer and sacrifice His life for us, while we were His enemies?
 
So, Jesus' cross reveals the greatness of God’s love, and this is why, as Paul writes in verse 
19, God’s love surpasses knowledge. Paul here is basically saying that, God’s love just to 
great that, it is beyond our measure!  (Just like the vast ocean, which is too big and great for 
us to measure the amount of water, God’s love is too great that, it is impossible for us to 
measure!) And this is why Paul is also highlighting the vastness of God’s love by saying “the 
breadth and length and heigh and depth.”

우리가 그 예로 요한복음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3:16 , . … 하나님이 “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 ,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그의 의지 가운데 . , , , 
행동으로 나타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요한일서 절에서 또한 잘 설명합니다4:10 . … 사랑은 여기 있으니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의지 가운데 , ,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빌립보서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사 자기를 , 2:8 , ,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로마서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5:8 ,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먼저 , ,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사가 희생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런 이유로 절에서 , 18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 . 
초월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음을 , ,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평양 대양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므로 이 대양 안에 있는 물의 . ( , 
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절에서 그 너비와 ). 19 “
길이와 높이와 깊이 라고 말씀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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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stly, we also see from today’s passage the very purpose of knowing the love of Christ. 
At the end of verse 19, Paul writes,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If we carefully look into the structure in Greek, Paul here is suggest a movement toward a 
goal. So, if we look at the NASB translation, it translated this verse as, “you may be FILLED 
UP TO all the fullness of God”. So, the purpose of knowing God’s love is for us to reach to 
a certain level. Furthermore, when Paul says, “fullness of God”, William Hendrikson, explains 
this as the image of God, reflecting God’s character. 
 
So, we accordingly see that, the important purpose of knowing the love of Christ, is that, we 
may make the progress and grow in the image of God, reflecting His character!
 
I believe 2 Peter 1:3~6, provides an excellent example of our Christian progress, where it 
says…
 
3.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 …
4.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5.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supplement your faith with virtue, and virtue 
with knowledge, 
6. and knowledge with self-control, and self-control with steadfastness, and steadfastness with 
godliness, 
 
사랑의 목적.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될 때 이런 사랑을 알게 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 
또한 말씀합니다 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 19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할 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울은 여기서 “ ” , , 
어떤 목표를 향한 진전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progress) . NASB
“You may be filled up to 라고 변역하고 이는 어떤 특정한 분량까지 채워지고 도달하는 ” ,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에 대해서 은 . “ ” Willian Hendrikson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 합니다, , .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 , 
진전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베드로후서 절 말씀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진보와 성장에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1:3~7 . 

그3. 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4.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5. , ,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6. , , ,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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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question we can ask here is this How much are we concerned about growing in faith? …
 
One of the joys in life is to see our beloved children to grow. And as we see our children growing, it 
sometimes concerns us, when it seems like the growth of my child is delayed. For example, my daughter 
Yena, is 3 and she is turning 4, and it concerns me that, she is still on her nappy. 
And likewise, when we say, we are a born-again Christian, one important aspect of our Christian life, is 
that, we are to grow, in grace, we are to grow in Christlikeness, and if we don’t see any growth in 
our Christian life. we should be really concerned. 
 
And I really encourage you to see that, God invites us to see and know the love of Christ, revealed 
through the cross. And knowing this love of Christ will move our heart to change, and grow in 
Christlikeness. 
 
As I conclude the sermon today, I really invite you to carefully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And as mentioned earlier, it is easy for us to have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Christian 
life, leading us to have dull and dry Christian life. But through today’s passage, we see that, being a 
Christian, and living a Christian life, is really about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who changes our 
hearts. It is about knowing the wonderful love of  Jesus Christ.  

And in this love we enjoy, it is about growing in Christlikeness and holiness. And therefore it is God, 
who invites us to live a richer and more fulfilled life,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Amen. 

이제 여기서 물을수 있는 적용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열마나 믿음의 성장과 진보에 ... 
신경쓰고 계시나요?

우리가 부모로서 누리게 되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성장이 조금 지연되는 거 같아 보일 때 이는 우리 부모를 . , 
근심하게 합니다 그 예로 제 딸 예나가 이제 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 3
모습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성장이 늦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저를 근심하게 합니다, ? .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게 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진보와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심해야만 , ,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 
바라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는 . , ,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 ,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표면적으로 . , 
이해하고 결국 이런 이해는 생명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 .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 
마음이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런 , ,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 ,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영광의 풍섬함을 따라“ ”우리가 풍성함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생명을 , 
누림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