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
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ㅡ 로마서 1 장 16 절 

성경 읽기: 로마서 1 장 14-16 절

진리 스타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라고 번
역할 수 있다. 원문에 의하면 이 말은 하나의 접속사 ‘이므로’(γαρ, gar, for)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이므로’는 앞에 진술한 원인을 가리키는데, 이 진술이 바로 15 절이 말한 “그
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다. 

계시와 응용

14 절이 말한 바울이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이다. ‘빚진 
자’에게 무거운 느낌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복음의 빚을 진 자이므로, 그
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이고 그의 안에는 빚진 자의 무거운 느낌으로 가득하다. 그러
나,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다 (고
전 2:8).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심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한 편으로 그는 빚진 
무거움을 느꼈고, 다른 한 편으로 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하나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
이다 (롬 1:16).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복음의 빚을 지
었기에 나는 너희가 있는 곳에 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고자 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하
나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려 주고자 한다. 그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빚을 지었고, 나는 빚진 자이다. 그렇다. 내 안에의 느낌은 무겁지
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
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고 간증하고 
있다 (딤전 1:11 참조). 

여기에서 우리는 ‘...을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인정과  위임에 연결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인정하기에 부를 추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인정하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
떤 사람은 지위를 인정하기에 높은 벼슬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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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정한 것이 있다. 내가 인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
리스도가 나의 인정과 나의 위임이 되었고 내 존재의 의미와 수고와 목적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실로 하나의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갈
리리에 태어난 한 유대의 시골 사람이다. 그는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사
람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없고 또한 두툼한 녹봉도 줄 수 없다. 그분에게 있는 것은 단지 
그분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없는 부활이다. 바울
은 이 한 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조물주이시고 만유를 붙드시고 만물을  받
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다. 이분은 절대 평범치 않으신 
기묘하신 주님이시다.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하게 보지만 그분은 우주 가운데 하늘에 속
하시고 가장 신성하시고 가장 가치가 있으시고 가장 숭고하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간증한다.  

바울은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다. 이 능력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
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은 또
한 사람의 눈을 열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서게 한다. 이 능력
은 사람 안의 영을 되살아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하고 거
듭나게 하여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능력은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역사하므로 신성한 생명의 실재와 부활의 영광을 사람 안에 분배한
다. 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하여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게 한다. 

이뿐만 아니다. 이 복음은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는 실로 기묘한 복음이다. 바울에
게 이러한 인정이 있었고 이러한 위임을 얻었으며 또한 이러한 체험으로 가득했다. 그래
서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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