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 하셨는가 ? 

답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것은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 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2:8, 4:15-16; 요한복음 6:63, 15:55; 고린도전서 1:9, 6:17; 베드로전서 

5:10; 갈라디아서 2:20 

  

 질문 1: 누가 우리의 구속을 사셨는가? 

 

 질문 2: 누가 우리에게 구속됨을 적용하시는가? 

 

 질문 3: 구속을 적용하는 세 단계는 무엇인가? 

 

 질문 4: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5: 우리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인가? 

 

 질문 6: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질문 7: 효력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질문 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인가? 

 

질문 9: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 

 

이미 배운바와 같이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아주 

묘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담당하신 사역을 구별하여야 한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성자를 구속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성자는 그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은혜가 죄인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속을 적용하는 세 단계는, 첫째,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단계이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기를 원하는 죄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 마음을 미리 준비하신다.  

 

둘째,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믿음이 심어진 자를 부르시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구속적 부르심은 

완벽하며 그 부름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부르심이다. 잠시후에 효력있는 부르심에 대해 더 

알아 보기로 한다.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즉 성령님의 구속적 사역의 

절정을 말한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자에게는 성령이 계신것이며 성령의 계심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내것으로 만들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은 오늘 이 땅에서 고난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의 사역을 인정하게 만들며 

이성, 감성,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되시며 나의 주인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며 받아드리도록 한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2:19-22 을 다시 자세히 읽고 묵상하자. 특별히 20 절은 사도바울의 간증의 

절정이기도 하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구속 

받은 사람의  영적상태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의 생명의 중심에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임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구속사역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효력있는 부르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이런 깨닫음을 주시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을 필요가 있다. 부르심 (콜링)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정한 정확한 시간과 

상황안에서 세상으로 부터 구별하시는 것을 말한다. 콜링은 인격적이며 관계적이기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와 위치에 동참하게하는 놀라운 은혜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깊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무도 뿌리치거나 궁극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콜링을 말한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콜링에 있게되면 마치 처녀 

총각이 한 눈에 반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즉, 서로에게 끌리는 그 마음은 마치 

누군가가 확 잡아 당기는 듯 한 것이다.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마치 정신을 잃은 듯한 느낌을 

갖는것과 같이 믿음이 콜링을 받게되면 정신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결론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콜링에 확실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사랑을 맛보면 모든 다른 것을 포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은 효력있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시 27:14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효력있는 콜링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후 5:14) 

 

효력이 없는 부르심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적용하시는 역사는 실패할 수 없다.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계획을 하나도 오차가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55:10-11)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다.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 

머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상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경우에는 지체가 

병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적용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