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
케 하려 함이니 ㅡ 로마서 1 장 11 절 

진리 스타디

 ‘은사’(χάρισμα, charisma, gift)의 원문은 단수이지만 부정사인 ‘어떤 또는 다소의’ (τις,  
tis,  some)를 써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어떤 또는 다소의’이란 헬라어를 주의해야 
한다. 이 단어는 어느 때 ‘하나’(a certain)로 번역할 수 있지만, 11 절에서는 주요 영어 역
본은 거의가 ‘어떤 또는 다소의’(some)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어떤 또는 다소의 은사’
는 ‘어떤 또는 다소의 유일한 은사’로 번역할 수 있다. 

한 면으로 말하면 이 은사는 ‘유일한’은사를 가리키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 은
사는 또 다른 ‘어떤 또는 다소의’은사를 가리키고 있다. ‘유일’은 은사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또는 다소의’는 은사 다방면의 나타남을 가리키고 있다.

계시와 응용 

11 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some spiritual gift)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Some 은 ‘다소의’라는 뜻이지만, ‘은사’는 단수이며 ‘하나’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다. 만일 ‘다소의’은사라면 다수의 gifts 를 써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단수 gift 를 썼다. 바
꾸어 말하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심히 보기 원했던 것은 무슨 ‘유일’한 은사를 그들
에게 나눠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한 은사이고 그분이 모든 신령한 
은사의 내용이다. 은사의 표현은 다방면일 수 있지만, 내용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갈급함은 바로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 그
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로
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대해 나는 실로 많은 부담으로 가득하다. 내
가 심히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고 너희를 견고케 하
려 하기 위해서다. 나는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눠 준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견고히 건축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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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성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고자 심히 로
마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로마의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 은사에는 여러 가지의 표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
희가 얻은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다. 혹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
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혹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밝힐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혹 내가 신령한 일에 너희에게 도움을 줄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역시 그리스도일 것이다. 너희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 한 분 그
리스도는 너희에게서 여러 가지의 은사로 나타날 것이다. 은사가 너희에게서의 나타남은 
다 같지 않겠지만, 너희가 소유한 것과 얻은 것과 나타난 것은 같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이 바로 그 유일한 은사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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