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ㅡ 로마서 1 장 17 절 

진리 스타디
 ‘의’(δικαιοσύνη,  dikaiosune,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요일 1:9), 또한 하나
님의 운행과 역사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나타남’(αποκαλύπτω, apokalupto, to reveal)은 ‘계시’로 번역할 수 있다. 1 장 17 절을 현
재 시제 수동태의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막 계시해 냈다’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이렇다. ‘…으로’ (εκ,  ek, out of )는 전치사
이며, ‘믿음으로’를 ‘믿음에서 나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르게 함’ (εις,  eis,  into)은 전치사이며 ‘들어감, 도달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믿음
에 이르게 하나니’는 ‘믿음에 도달하나니’라고 번역할 수 있다. 바로 믿음을 귀속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
기 위해서다. 이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시와 응용 

의는 하나님 구원의 기초

의는 하나님 구원의 기초이다. 우리가 얻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가장 견고한 기
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면 그분
은 구하실 수도 있고 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면, 그분은 은혜를 베풀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의의 안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요일 1:9),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기초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
가 하나님 자신의 제약이 되어 그분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고 또한 우
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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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 만일 그분
이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리 완전하고 견고하지 않을 것이
며, 만일 그분이 단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또한 그리 완전 신뢰하
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그분의 의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제한하신다 (히 12:6).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우리를 구하
셨고 우리를 끝까지 구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끝까
지 사랑할 것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으므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
실 것이다 (빌 1:6).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
을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
에, 그분은 그분의 의의 어떠하심에 의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실제가 가득하게 하고 생명과 
성품에서 (신격, 神格에서는 아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원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의 안에서 이루시고 성
취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좇는 것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는 가장 높고 가장 영
광스럽고 가장 기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그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
는,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
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어 이 일생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
다. 당신은 더욱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의는 복음에서 계시했고 또한 당신의 의가 
복음에서 간증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
고 말해야 할 것이다. 

믿음은 구원의 근원과 귀속

이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에 이른다 (1:17, 원문 다시 번역). 하나님의 구원에 대
한 우리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분 아들의 복음에서 나타나고 계시하는 과정이
다. 또한, 이 과정은 믿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믿음으로부터 나옴’은 믿음이 구원의 근원
임을 말하고 있고, ‘믿음에 이름’은 믿음이 구원의 귀속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의 과정은 참으로 기묘하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과 구원을 얻음을 아주 명확
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나는 먼저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간증한다. 
그러나 체험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재촉을 체험을 하고 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의 체험에 의하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권면의 말을 하고 또
는 우리를 이끌어 많은 집회를 참석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

2



다가 어는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진 것이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느 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운영하고 우리로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주님을 믿을 때도 이러하고 주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하다. 많은 때 우리는 믿기 어렵다. 
많은 때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우
리가 구원을 얻은 그 순간에 얻은 그 믿음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운행,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 일생 동안 체험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조성하는 구원이 된다. 믿음은 근원이고 믿음
은 또한 귀속이다. 사람은 자신을 의지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의지해  주님
을 따를 수도 없다. 주 예수를 믿은 사람마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자신 구원
의 근원이 됨과 주님을 따른 사람마다 모두가 믿음이 자신 안에서의 운행과 운영으로 말
미암아 자신 구원의 귀속이 됨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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