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성도로 부르심을 입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ㅡ 로마서 1 장
7 절 上

진리 스타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음’은 하나님 복음의 운행과 운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흘
러 넘치는 사랑을 체험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부르심을 받음’(κλήτος, kletos, called)은 ‘부르심을 입음’으로 번역할 수 있다. 1 장 6 절에
서 이미 나왔던 것인데, 1 장 6 절에서의 ‘부르심을 입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
심을 입은 자를 가리키고 있고, 1 장 7 절의 ‘부르심을 받음’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를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의 ‘부르심을 입은’
은 우리로 그리스도에 귀속게 하고, 두 번째의 ‘부르심을 입음’은 우리가 교회에 귀속된 
것을 간증한다.

계시와 응용 

하나님의 넘쳐 흐르신 사랑을 체험함

1 장 7 절에서 하나님 복음의 운행과 역사는 우리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한 무리의 성도들
이 각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르신 사랑을 체험케 한다. 하나님
은 한 무리의 성도들을 로마교회 안에 두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림으
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한 무리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각처
의 교회에 두셨다. 

교회의 귀속에 대해 간증함
1 장 6 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1 장 7 절 “로
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에 두 가지의
‘부르심을 입음’이 있다. 하나는 6 절에 있고 하나는 7 절에 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입음’은 같은 하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리키는 것인가?
만일 하나의 같은 부르심이라면, 어째서 되풀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혹 우리를 향한 주
님의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인가? 바울은 여기서 확실히 ‘부르심을 입음’의 양면
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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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의 ‘부르심을 입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연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귀속된다는 것을 
간증한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귀속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귀속되고 (고전
12:13),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와 생명의 교제가 있게 된다. 7 절의 ‘부르심을 입음’은 우
리의 소재(所在)와 연결되고 우리가 지방교회에 귀속된다는 것을 간증한다. 왜냐하면, 바
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쓸 때, 첫 번째의 ‘부르심을 입음’은 우리를 그리
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의 ‘부르심을 입음’은 우리를 교회생활 안으로 부르셨
다. 영적이고 유기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신성하고 간증한 면에서 우리는 각처의 지방교회 생활 안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솔직히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
리스도에 귀속된 사람이며, 또한 다 부르심을 입고, 각처의 지방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들이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에 귀속됐을 뿐 아니라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의 몸에 귀속됐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에 귀속됐을 뿐 아니라 또한 부르
심을 입고 각처의 교회에 귀속됐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속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더욱 
각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귀속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우리가 귀속된 것은 그리스도
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귀속된 그리스도의 실제 생활은 각처의 교회 안
에 있다.   

분별되어 하나님께 귀속함
원칙에 따르면 바울 대부분의 서신은 모두 각 지방의 성도에게 또는 각처의 교회에 쓴 것
이다. 지방교회 안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인 것처럼 우
리는 그리스도를 귀속 삼는 것을 체험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귀속되므로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한 것이다. 교회의 내용은 그리스
도이고 교회의 구성은 그리스도가 있는 한 무리의 성도로 구성된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
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다. 성도는 거룩하기에 그들은 분별되었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 가운데로부터 분별되었다. 그들은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종교와 의문(儀文)에 속한 사람
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이고 또
한 그들의 생명이다. 각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방에서의 나타남인데, 그
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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