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 성서 아카데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St. Paul Bible Academy

Hypostatic Union

여덟째주 : 이성일위 : 위격의 연합(Hypostatic Union)

예수님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서로 다른 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Person)을 이룬 것을 이성일위( 위격의 연합,
Hypostatic Union)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 이성일위(위격적 연합, Hyporstatic Union)은 무엇인가?

Hyporstatic 이란 말은 그릭어 hoopostasis 에서 온 말로 ‘인격의, 위격의’ 뜻입니다.
이 hooorstasis 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쓰는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one Ousia three
Hoopostasis 의 hoopostasis-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본성에서는, 그 본성에 속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에서는 신성만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에서는 신성에 속한 인격이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의 인격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아표명을 단일한 위격의 표시인 “나”로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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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without conversion, without
division, without separation 연합하여 하나의 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

•

Hyperstatic Union 은 예수님 안에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혼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일위(Hyperstatic Union)은 에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에서 나오는 두
인격이 하나의 위격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2. 서로 다른 본성-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나?

“예수님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단일한 인격- 하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 주후 680 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선언>

3 .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Hyporstatic Union

이 교리는우리의 모범이요, 목표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 가셨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위격적 연합을 표시하는 말.
요한복음 10 : 30
요한복음 8 : 29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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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4.Hyporstatic Union 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우리의 성공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일위, Hyporstatic Union 입니다.

4.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사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듯,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격에 인성의 인격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되었듯,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인격에 인성의 인격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엣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새사람으로 살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새사람의 인격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같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둘째 사람 에수님은 모든 중생인의 인격의 보편적 형상(인격의 정체성)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의 연합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로마서 6 장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갈 2:20 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롬 8 장에서, 갈 5:25)으로 제시하고 있읍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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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2 : 20

Hypostatic Union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5. 우리에게 적용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둘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새사람이 옛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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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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