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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누가 중생케 하시는가?  

 

원죄로 영이 죽는 자들을 살려 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1.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확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 년을 들려 주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마이동풍이 됩니다. 

자기 의지로 스스로 일어나 믿어 보겠다고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듣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은 영을 벌써 살려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 나 영적 귀가 열려 영적인 말씀이 들리니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말씀에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생명의 발생 즉 Generation 이라고 합니다. 

중생에 있어서 새생명의 발생의 단계는 무의식에서 생기는 일이라 아무도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때 내 발로 내가 걸어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저렇게 역사하시어 중생하도록 인도 하셨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않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는 것이 발생-새생명의 발생- 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 Bearin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생이 무의식에서 생기는 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지만, 출생은 공적으로 그 

믿음을 공언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긴 변화를 깨닫고 간증을 통해서나, 세례 석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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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공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중생에 있어서 

출생이라고 합니다.  이 발생과 출생의 과정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2.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중생이 100%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과을 확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The Spirit gives  life,  

중생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고 했읍니다.  

 

1).  성령님은 살려 주는 영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영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도록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롬 8:11). 

로마서 8 :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나요?  

우리는 영이 죽은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에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에 영생을 주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에수님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깊이 넣어 놓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was made a living soul; the last Adam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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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살려 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 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 안에 들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때 성령이 들어오셔 우리의 죽은 영에 영생을 주시어 살게 하십니다. 

    (보충 설명 : 전도할 때 에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을 꼭해야 한다. )     

 

2.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올 때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 복음 3:16 을 읽어 보십시다.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 오시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어도 받았는지 모르고, 받아 놓고 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Zoe(생명) 

aionion(영원한)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주 안과 우주 밖에 하나님 한 분 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이 영생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영생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영생을 가진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요한 복음 5:26 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주어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확증하였읍니다.  문자적 확인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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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동일 합니다.  

 그러니까 요 5:26 과 요 1 5:11 을 요약하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똑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주십니다.    

따라서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Eternal Life)을 

가지고 들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내주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을 불러 일으키시고(generation) 하나님의 음성을(말씀을) 들려 줄 때 살아 

납니다(bearing).  

    

여태까지 우리는 성령이 살려 주신다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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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구원론시리즈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Follow 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구원론시리즈를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부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구원론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구원론 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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