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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스타디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지었다.’(중국어 성경의 역본)는 원문에 의하여 ‘나는 빚진 자임’이라
고 번역할 수 있다. ‘나는’ (Είμαι,  eimi,  I am), ‘빚진 자’(οφειλέτης,  opheiletes,  debtor).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계시와 응용 

누구에게나 모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는 복음에 빚진 자이다. 우리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이라 함은 그
는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과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항상 빚진 무거운 느낌이 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바울의 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너희에게 복
음의 빚을 지었다. 나는 너희에게 참으로 미안하다. 나는 너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나는 너희에게 지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복음 빚의 중압감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인
식이 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바울에게 운행과 운영한 결과, 그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빚진 느낌이 있는 것처럼 건전하고 견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자녀에
게 빚진 느낌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원한 것이라면 부모는 늘 주고 싶어하고, 자녀가 바
라는 것이라면 부모는 늘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심지어 자녀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는
데도 부모는 미리 그들을 위해 생각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모는 늘 자녀에게 빚을 지
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견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들은 늘 자녀가 그들의 빚
을 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녀에게 빚을 지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다 하여도 그들은 늘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하고 싶어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빚진 느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음의 빚진 자는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날 때 결코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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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정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다.”라
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빚진 자는 오히려 모든 영혼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영혼
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모
든 영혼에게 그는 다 빚진 자이다. 

채권자가 아니고 빚진 자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빚진 느낌이 없을뿐더러 다른 사람이 자신
에게 빚을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장로가 내게 빚졌고 동역자가 내게 빚졌으며 연장한 
형제가 내게 빚졌고 어린 형제가 내게 빚을 졌으며 사람마다 다 내게 빚을 졌다.”라고 말
할 것이다. 왜 교회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자신이 채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채권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빚졌다는 느낌이 없다. 심지어 그는 사람에게 빚진 
적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만 빚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회가 복음집회를 하기로 결정되자, 장로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역하고 봉
사하기를 독려한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청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애찬를 맡고 어떤 사람
은 새사람을 초청하기로 한다. 그러나 바로 이때 어느 한 형제가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
로 “뭐가 이래, 나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하인이 아냐!”라고 말한다. 보라! 이런 말투가 바
로  채권자의 말투이다. 빚진 자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바
울처럼 자신이 채권자가 아닌 빚진 자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바로 “내가 교회에 빚을 졌
고 내가 성도에게 빚졌으며 내가 많은 영혼에게 빚을 졌으며 나는 복음에 빚진 자에 불과
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일생은 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에 불과하다.  누구든, 어느 때든 우
리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한 밤 중에 한 형제의 전화를 받고서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빚을 요구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전화를 건 형제가 “형제님, 시간 좀 있습
니까? 형제님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말한다. 이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빚진 자가 어디 감히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묘한 것은 우리가 
어렵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자신에게 더 많은 빚을 가져온 것을 발
견한다. 그것은 이렇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을 믿
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 필요
하고, 헌신한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장한 사람은 진리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
고, 진리 무장한 사람은 직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임을 다하는 사람은 성숙하는 것
이 필요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직분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전체적인 과
정은 다 우리가 빚을 갚음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만일 사람이 잘 못 성장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사람이 직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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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사람이 생명의 일에서 인식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진리 무장에 허술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다.  

우리가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는 더 빚을 지게 된다. 주님을 좇는 많은 사람 가운데 “
우리의 일생은 빚 갚는 일생이다. 한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빚을 지게 된
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잘 자랄 때 그로 계속 더 자랄 수 있기 위하여 우
리가 그에게 빚을 지게 되고, 그가 잘 자라지 못할 때 그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까닭에 
우리는 더욱 그에게 빚을 지게 된다. 그가 잘 자라거나 잘 자라지 못하거나 우리는 그에게 
항상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실로 
크게 빚진 자이다. 내가 진 빚은 실로 너무도 크다! 나는 불신자에게 빚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빚졌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에게도 빚졌다. 나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지고 신령한 사람에게도 빚졌다. 나는 추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지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빚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나의 일생은 무엇인가? 나의 일생은 바
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 가운데서 빚 갚는 일생이다.” 

무거운 느낌이 가득한 복음의 빚진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복음의 빚진 자로 말하면 그의 느낌은 항상 무겁기만 하다. 만
일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얻지를 못하고, 만일 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 한 성도가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을 하지 않으면, 만일 
한 형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만일 한 형제가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열
심히 추구를 하지 않으면, 만일 한 성도가 생명 안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생명 안에서 잘 
살지 않으면, 만일 한 성도가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만일 한 성
도가 교회 안에서 직임을 다해야 하는 데 직임을 다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그를 
무겁게 한다. 그가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그가 바로  무거운 빚진 자이다. 

진실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의 안에 무거운 느낌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날 한 연장한 형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다만 몇 년의 시간에 수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우리는 흘러간 최근 몇 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바로 빚진 자의 느낌이다. 반대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매우 쉽게 “보라! 이 사람은 내가 구원으로 이끌었고, 저 사람은 내가 도와 주님을 사랑하
게 했고……”라고 자랑한다. 그의 안에는 그 무거운 빚진 느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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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빚진 자를 보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빚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이 땅에서 살
면서 단 하루도 그 무거운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이는 바로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을 전할
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
을 것임이로라.”라고 말한 것처럼 (고전 9:16), 그에게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이 너무도 많고, 
그에게 다 해야 할 복음의 책임이 너무도 많으며, 그에게 쏟아 부어야 할 복음의 풍성이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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