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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원의 사랑      <에베소서 강해>-(11)
본문: 에베소서 3:17-19 (Eph 3:17-19)  
(엡 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엡 3:19상)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벧전 2:3)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I. 하나님의 4차원적 사랑의 내용
(엡 3:18)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 하나님의 사랑의 (             )는 얼마나 넓은가?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 5:9하)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의 (             )는 어떤 것인가?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3. 하나님의 사랑의 (             )는 얼마나 높은가?
(롬 8: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의 (             )는 얼마나 깊은가?
(시 40: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II.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결과
1. 세상을 이기는 (           )이 생긴다
(롬 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2. 참된 (            )을 누린다

III.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는 방법
1. (            )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 6:6)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http://www.duranno.com/qt/
2. (             )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요일 2:15)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3. 우리보다 어려운 (              )을 돌아봐야 한다
(요일 3:17)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