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ㅡ 로마서 1 장 6
절

진리 스타디

‘부르심을 입음’(κλήτος, kletos, called)은 원문에서는 복수이다. 이는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called ones)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Ιησού Χριστόύ, lesou Christou, of Jesus Christ)가  원문에서 소유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지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고, 내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 삼고, 근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의 근원 삼고, 목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푯대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심
을 입은 사람은 필히 이 네 방명의‘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있어야 한다.   

계시와 응용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께 귀속됨

복음의 운행과 역사는 그리스도를 근원 삼고, 그리스도를 내용 삼고, 종국에는 그리스도
를 귀속으로 삼는다 (1:6). 복음의 운행과 역사는 이 원칙을 벗어 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
도에 의해 얻은 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귀속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아내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
을 것이다. “나는 내 남편에 속한다. 그는 나의 모든 책임을 진다. 그는 나를 돌봐 줄 뿐 아
니라 나의 의(衣), 식(食), 주(住)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귀속될 때에 그분은 우리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신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운 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속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들의 귀속에서부터 도망친다. 한 형제가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때, 
만일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면 이는 그의 귀속에 문제
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주님, 감사합
니다. 나는 귀속을 가졌습니다. 내게 진정한 집이 있습니다. 내게 나의 모든 책임을 질 한 
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사람입니다. 정한 나의 일생은 영원
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방황이나 망설이거나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아주 
확실한 인식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은 그리스도께 귀속된 것이고 나의 일생은 그리스도
를 위해 살 것이며,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며, 나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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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나의 수고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모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모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또한 모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산출된 결과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사람은 그의 어떠함과 소유와   행함의 모든 것들
을 다 끝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기억될 만한 것이든 
기억될 만한 것이 아니든, 소망이 있는 것이든 소망이 없는 것이든, 그의 모든 것을 다 끝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이 능하신 것을 믿으며, 그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믿는다. 그는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귀속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운행과 운영을 체험했을 뿐
만 아니라 그는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간증
할 수 있다.                                             

부르심을 입고 삼일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들어감
무엇이 ‘부르심을 입음’인가? ‘부르심을 입음’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과 사물 가
운데서 나와 삼일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 
찰나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 가운데서 분별됐다. 우리의 어떠
함과 소유와 행했던 것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 끝맺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
심을 입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지만,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그의 소유와 그
곳에 있던 사람과 사물로부터, 즉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별하
였다 (창 12:1).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음이다. 즉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로부
터 분별하여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삼일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
가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롬4:11-12). 그는 또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로마서 1 장 6 절의 ‘부르심을 입음’은 5 절 뒤를 이었다. 이는 복음의 운행과 역사가 산출
한 확장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쏟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고 사람들
이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
시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귀속으로 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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