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
었으니  ㅡ 로마서 1 장 1 절

진리 스타디

‘부르심을 받음’(κλήτος, kletos, called)의 원문은 형용사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번역
할 수 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말해 주고 있다 (행 26:16-
18). 

‘사도’(απόστολος,  apostolos,  apostle)의  원문은  명사이고,  그의  동사는  ‘보내다’
(αποστέλλω, apostello, to send)이다 (롬 10:15). 사도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계시와 응용

하나님을 향해선 종이고 사람을 향해선 사도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
심을 받은 자이다. 그의 사도 직분은 사람에 의해 또한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
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는 한 
종이지만 그가 사람 가운데 운행할 때 그는 한 사도임을 간증한다. ‘종’은 하나님 앞에서
의 자신과 연결되고 ‘사도’는 사람 가운데서의 자신의 운행과 연결된다. 한 면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다른 한 면으로 말하면 그는 사람 앞에서 사도이다. 

사도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가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께 가져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 같지 않고 사람 앞에
선 사도와 같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주여, 나는 당신 앞에서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삶을 제한하시고 나의 생존을 제한하시고 나의 생활도 제한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과 일치하
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로 동쪽으로 향하라 하시면 나는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합니
다. 당신이 나로 남쪽으로 향하라 하시면 나는 감히 북쪽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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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하라 하시면 나는 감히 낮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로 낮게 하라 하시면 나는 
감히 높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약을 받고 싶습니다. 나
는 당신의 제한을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매를 맞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역사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여전히 사도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도
입니다. 나는 조금도 나 자신이 빈곤하다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고 풍성하고 공급이 가득하며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당
신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꺼이 사람에게 나가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게서 
흘러나오시게 하여 당신을 공급해 내어 당신을 사람에게 가져가고 또한 사람을 당신께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일 종이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도 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와 하
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
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만이 사람 앞에서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면
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제약하시고 제한하시고 매맞게하므로 우리로 하나님에 의한 제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사도는 시련 가운데 삶  

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부르심을 입은 사도는 시련 속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주님의 
종 가운데 시련 속에 살지 않은 사람은 매우 적다. 부모라면 무엇이 시련임을 얼마간은 알 
것이다. 특별히 자녀가 열 몇 살 되었을 쯤이면 그들은 혹 어제의 집회 안에서 아주 큰 소
리로 주님을 찬미하고 나서 오늘 당신에게 다가와서 “나는 이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의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들로 말하면 자녀의 성장 과
정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시련이다.    

1.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과 같은 시련

교회 생활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치 부모가 된 사람과  같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릇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옳고 그른 것
을 말하는 것은 다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실상 주님의 종으로서 말한다면, 모
든 형제 자매들은 다 좋고 다 쓸모가 있고 다 가치가 있고 다 교회의 축복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로 시련을 겪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한다. 한 형제가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는 속상해 한다. 형제가 집회에 나오지만 잘 자라지 않을 때 그는 속상해 한다. 자라지
만 좋은 모양으로 자라지 않을 때도 그는 속상해 한다. 자라나고 꽃도 많이 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그는 속상해 한다.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자신이 너무 버거워 힘부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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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속상해 한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주님의 종이라면 여기서 말한 시련을 이해할 것이
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에게도 봉사하지만 나는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나
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고 나 또한 결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만
일 그렇다면, 그는 영적인 자녀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장성하게 키
우려면 항상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는 마치 하늘 아래 모든 부모가 된 사람과 
같다. 자녀가 성가시게 굴 때면 그들은 괴로워한다. 자녀가 성가시게 굴지 않지만, 자신을 
닫으면 똑같이 괴로워한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괴로워하고 자녀가 말을 
잘 듣지만, 활달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없을 때도 똑같이 괴로워한다. 자녀가 잘 자라지 못
하면 괴로워하고 자녀가 잘 자라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여도 괴로워한다. 오! 자녀가 있기
만 하면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살게 된다. 

2.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

그렇다면 혹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영적 자녀를 원치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건강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적 자
녀를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신성한 위임이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풍성도 누릴 수 없음을 말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한 면으로는 시련이 가득하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누림
도 가득하다. 한 편으로는 참으로 고달프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참으로 기쁘다.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시련 속에 누림이 있고 누림 속에 시련이 있다. 어째서 우리가 성도
를 섬길 때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되는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그분을 더 누리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더 얻고 그분의 초월함을 더 알고 
그분에 대해 자신이 더 있고 그분께 영광을 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일생의 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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