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종인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ㅡ 로마서 1 장 1 절

진리 스타디

 ‘종’(δούλος, doulos, slave)은 ‘노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노예는 그의 주인이 대가
를 지불해 샀다는 것을 말한다. 노예는 이제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완전히 그의 주인에게 
예속된다. 노예는‘완전한 귀속’을 가리키며 노예는 하나의‘예속된’사람임을 말해 주고 있
다.

계시와 응용

종, 복음을 실재화하는 사람

1 장 1 절의 ‘종’은 ‘노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원문과 더 일치되고 더 나은 번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은 헬라어 육필 사본
에 근거한 번역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밝혀냈고 (롬 1:2), 신약시대에는 이 복
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많은 종들로 말미암아 전파 및 실재화하고 있다 (빌 1:5). 이 복음의 
전파자 그리고 실재화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고 또한 사도 바
울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사도일 수도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의 두 가지 신분은  첫
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둘째, 그는 부르심을 입은 사도이다. 

바울의 자신으로 말하면 그는 종이다. 그러나 그의 운영으로 말한다면 그는 사도이다. 그
가 종이면 자유와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에게 있어야 할 존엄성마저도 잃는
다. 그가 사도일 때면 부르심을 입고 파송을 받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바울은 완전히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위한 종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는 예속된 한 사람
이며, 완전히 주님께 속하고,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의 생명 그의 존재 그의 생활 
그의 섬김 그의 앞날 모두가 완전히 그의 주님을 위하고 또한 완전히 주님의 권익을 위해
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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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분의 객관적인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실제적인 주님을 위해서였다. 그
는 한 분의 객관적인 도리상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실제적이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였다.  

그의 인생은 주님이 규정하시고, 그의 생활 방식은 주님이 결정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도 
모두가 주님이 주관하셨다. 그가 체험한 것은 주님이며, 그가 누린 것은 주님이시며, 그가 
추구한 것은 주님이시며, 그가 수고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가 흘러 나타낸 것도 역시 주님
이시었다.  

종이 됨으로써 바울 서신의 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  

오늘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 해
도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
과 같은 생활과 같은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로마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책의 
풍성이 완전히 우리의 풍성이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만이 이러한 서신을 
써낼 수 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라야만 진정으로 그 모든 풍성 안으로 들어가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쌍의 부부가 있는데, 일 때문에 따로 두 곳에 살면서 서로 간은 서신으로 연
락한다. 그들에게는 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자신의 부모의 서신을 갖고 와 아무
리 읽어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그 딸이 아직 무엇이 ‘결혼
’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을 꾸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바울의 서신을 읽는다 해
도, 아무리 바울의 서신을 외운다 해도, 아무리 바울의 서신을 연구한다 해도, 아무리 바
울의 서신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의 풍성이 완전히 내 것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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