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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는 세 가지 심오한 영적 비밀(mystery)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라는 상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1 장과 3 장, 그리고 5 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뒤에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5:31-3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I. 첫째 비밀은 신부로서 메시아와 갖게 되는 친밀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하나되듯, 우리는 영적으로 예슈아와 하나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되고,
메시아를 통해 그 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만 친밀함에 이르듯, 우리도 예슈아를 통한 믿음의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혹은 히브리어로 케힐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대(大) 이스라엘 연방은 메시아의 신부가 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것이며, 그 분은 우리 것입니다. 아가서에 묘사된 신부가 누리는 친밀함은, 우리가
예슈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II. 두 번째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3, 6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 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 왕국의 언약적 기초를 놓으시려 2,000 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슈아의 때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000 년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1967 년에 회복되었기에 (눅 21:2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당신의 왕국 안에서 새로운 동역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인간이 서로 화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말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 중 하나는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과
팔레스타인 아랍 크리스천들 간의 연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엔 교회를 지으사, 그 둘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엔 하와를 지으사, 그 둘로 하나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관계의 비밀은 우리가
신부로서 메시아와 누리는 친밀함과 유사합니다.
III. 세 번째 비밀은 메시아 예슈아 안에서 이뤄지는 하늘과 땅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1:9-10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본성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둘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과
사탄의 반역이 창조를 망쳐놓았습니다. 예슈아를 통해 죄악과 사탄의 영향력이
제하여 질 것이고 하늘과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슈아 안에서, 하늘과 땅은 “매우 좋음” 이상일 것입니다. 아주 뛰어나 완벽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계획은 우리가 윤회하여 육체를 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롬 8:18-23).
[우리는 예슈아께서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모습에서 부활 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그 분의 영광스러운
상태에도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는 그와 같은 회복으로, 물리적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자연 세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 마 6:10).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창세기 첫 두 장의 영광된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은 모두 예슈아라는 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슈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될 수 있는 것은, 예슈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의 연합을
보는 것은,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담의 후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히브리 세계관은 이 세 가지 비밀을 1 장, 3 장, 5 장의 순서로 다룹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이해입니다. 헬라 세계관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연합이요 마지막이 하늘과 땅의
회복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동역이 셋째 비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로 쓰여졌기에, 이
두 세계관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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