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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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은 하박국 2 장 4 절에서 나온 말이다. 
 ‘태어나다’(ζαω, zao, to live)는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생명을 얻다’와 ‘생명에 따
라 산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눅 10:28, 마 4:4).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태어나다’라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태어나다’
는 생명의 문제이고, ‘산다’는 생활의 문제이다.

계시와 응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이 생명에 의해 살아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롬 1:17 下, 합 2:4).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 의해 산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을 얻
는다는 것이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 안에 산다는 것
이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신성한 생명에 따라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생활을 살게 한다. 바울
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갈 2:20, 직역). 하나
님의 아들의 믿음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
원의 생활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살아남이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태어남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살아감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나타
내고 간증해낼 수 있기 위해서다.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 생명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태어나다’는 시작
이고, ‘산다’는 과정이다. 태어나서 산다(zao)는 것은 절묘한 제시이다. 이 단어의 근원인 
zao 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태어나다’와 ‘산다’ 는 모두가 영원과 연결되고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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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을 위하여 있고 또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 신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zao)이다.
신성한 생명이 산출한 모든 사물에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
아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
로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다. 

이는 비밀스럽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일이다. 사람마다 그들의 일생을 통해, 소위 부흥 
또는 소생을 체험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열악한 환경을 통과하면서 소생하고, 어떤 사
람은 심한 질병을 통과하면서 소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강렬한 압박을 통과하면
서 소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생은 모두가 잠깐이고, 또 다른 하나의 환경과 
질병과 압박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것은, 우리가 주
님을 믿는 그 찰나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존재로 영원과 연결되고 또한 우리의 
가치로 영원과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 되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사는가? 신성한 생명에 따라서 산다. 그리스도인도 압박을 체험하고 
질병의 어려움도 체험하므로 소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소생은 어떤 환
경 또는 봉착한 난관에서의 소생이 아니고, 환경 또는 봉착한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
해 있어야 할 삶을 산출하며, 더 많은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다. 

오! 이 생명이야말로 비밀스러운 생명이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체험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만일 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우리의 삶(zao)도 말
씀이 육신이 되는 생활을 살게 할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면, 이 zao 는 또한 우리를 이끌어 모든 험난한 환경을 체험하게 할 수 있을 것
이고, 심지어 우리를 사지(死地)에까지 이끌어 들어가 다시 우리를 이끌어 부활 안에서 하
나님을 향해 살게 하실 것이다. 만일 주 예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다
면, 우리가 얻은 생명 그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도 또한 반드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명은 바로 주님이 주신 썩지 않고 멸하지 않
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도 간증할 수 있다. 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을 간증해
낸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살리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는 매우 비밀스러운 선포와 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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