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음 (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ㅡ 로마서 1 장 4 절

진리 스타디

 ‘인정하다' (ορίζω, horizo, to mark out)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지명하다’ (to designate)라
는 뜻에 더 가깝다. 

 ‘지명하다’라는 단어와 1 장 1 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의 ‘택
정함을 입다 또는 분별되다’(διαχωρίζω, aphorize, to separate)는 헬라어에서 같은 어근
(語根)이다. 이는 ‘인정하다’와 ‘지명하다’에는 하나의 특정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
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간증하고 실체화(實體化)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별되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과
정을 통과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지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
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계시와 응용

육신으로 말하면 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그분은 죽
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었다 (1:3-4, 원문 다시 번역). ‘성
결의 영’은 주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분 안에는 신성한 본질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
다. 이 성결한 영은 그분 안에서 운행이 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
의 능력을 체험케 하였다. 그분의 인성의 육신은 성결의 영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죽음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다시 부활 가운데로 이끌려 나와 그분 인성의 육신으로 하
여금 영의 몸이 되게 하셨다 (녹 24:39). 그분은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그분의 인성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 안에서 인정되심을 표시

외적인 방면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왕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1:3). 그러나 그분은 하
나님의 내적 본질도 소유하고 계셨다. 사람의 방면에서 말하면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
다. 하나님의 방면에서 말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가운데서 그분의 인성을 신
성 안으로 이끄셨다.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육신이 되어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이끄셨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인성을 신성 안으로 높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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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포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인정되었다는 것
이다. 다윗의 혈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결의 영 안에서 그분의 사람에 속한 것과 못 박혀 죽은 인성이 부활하고 높여지고 신성 
안으로 이끌려 거룩하게 되어 신성한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행 13:33, 히 1:5). 이것이 바
로 인정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안
에서 계시한 일관된 사상이다.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눅 3:38).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창세기 1 장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
한다 (창 1:26).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창 2:6) 하나님
께 하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써 밖으로 하나님을 닮을 뿐 아니라 안으로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과 모양이 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조성도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한 사람을 지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사람을 얻고자 하셨
다. 그분이 얻고자 하신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은 왕의 위치에 서서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 1:26-28).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 마치 그에게 “나는 
하나의 일을 위해서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사람을 얻으므로써 온 땅을 다스
리도록 하기 위해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사탄 권세를 포함한 
영에 속한 세계마저도 너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무엇이 죄였는지를 몰랐고 그에게 또한 죄도 없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이 없었다. 단지 그에게 성결의 영이 없었고 또한 신성한 생명과 본질도 없
었을 뿐이다. 아담이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자, 사망이 사람에 
임하게 되고 사람은 타락과 실패하게 되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에겐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에게서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서 얻고자 하신 하나님
의 아들의 실재도 얻지 못하셨다.  

주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심

주님께 감사하자! 주 예수님은 오셨고, 주 예수님은 선포되셨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
이시다 (고전 15:45). 사람으로 볼 때 그분은 처음 때의 아담과 똑같다. 하나님 마음에 품
은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이 소망하던 그분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얻고자 한 그분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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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셨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없던 것처럼 주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고, 아담이 타
락하기 전에 죄를 몰랐던 것처럼 주 예수님도 죄를 모르셨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
님 이 외의 모든 사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도 하나님 이 외의 모든 
사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유를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
나님은 만유를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
다 (엡 1:22).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렇지만 그는 오실 자의 표상에 불과하다 (롬 5:14). 외적
으로는 주 예수님은 아담과 같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계신다. 내적으로
는 그분은 아담과 다르시다. 아담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
만 아니라 그분은 더욱 신성한 본성과 인성의 아름다운 미덕이 가득한 하나님-사람, 사람-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신성한 생명과 본질이 이미 그분 안에 있었
으므로 (태 1:20, 눅 1:35)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물에서 분별되게 하셨다. 그분은 평범
하지 않고 또한 타락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거룩하고 또한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어떠
하시면 그분도 어떠하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같이 그분도 영원하다. 하나님께 능력
이 있는 것 같이 그분께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결한 것 같이 그분도 성결하다. 그
분은 아담처럼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
들의 신성한 실재가 가득하고 신성한 아들의 명분의 실재가 그분에게 실재화 되었다. 

그분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어 하나
님 아들의 실재를 분명하게 지명받으셨다. 이 ‘지명’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체현이고 
하나의 세상에 대한 간증이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전 우주를 향하여 “내가 
처음 얻고자 한 것을 지금 나의 아들에게서 얻었고, 내가 사람에게서 잃었던 것을 지금 나
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케 되었고, 내가 사람에게서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나의 아들
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증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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