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노라 ㅡ 로마
서 1 장 7 절 下

진리 스타디

‘은혜’(χάρις, charis, grace)는 ‘은총’으로도 번역한다. 이 단어는 5 절에서도 나왔었는데, 5
절의 ‘은혜’ 는 사도의 직분하고 연결되고, 7 절의 ‘은혜’는 평강하고 연결된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은혜가 그에게서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사도직분을 산출하였고, 로마
의 성도로 말하면 은혜가 그들에게서의 살아 나타남이 바로 평강이다. 

계시와 응용 

7 절의 ‘은혜’는 5 절의 ‘은혜’를 반복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려 우리를 직
분 있는 한 사람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5 절),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의 평강을 체험한다 (7 절).

은혜의 살아 나타남이 바로 평강이다. 평강은 바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린 결
과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
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자신에게서 은혜의 흘러내림, 즉 평강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자신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하고 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면, 나는 평강 안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평
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평강이 많지 않음은 은혜가 많지 않음의 표시이다.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이란 사람은 바로 평강 안에 살 수 있다. 

은혜는 한 인격과 연결한 것인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누
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
고 우리를 하나님과 합하는 상태 안으로 이끈다. 하나님과 합한다는 표현은 바로 평강이
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다. 평강은 은혜로부
터 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분의 신성한 분배를 체
험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느낀다. 진실한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생활의 기초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활
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나는 은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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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가? 나에게 살아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
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매우 진실한가? 그리스도는 나의 공급인가? 그리스도의 
여러 면의 풍성이 나의 누림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
다.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성도가 만일 같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같이 평강을 누릴 것
이다. 평강이 있으면 은혜의 실제는 바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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