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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과 성령님의 식별
서론,

번역 및 글쓴이 이 대선 목사

1. 성영과 성령님의 유래는 구약으로부터
2.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하는데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들
3. 그리스어 24가지 정관사를 478장으로 부르기
4. 고유명사로 사용된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령님

1장 성영의 발자취를 찾아서
1. 구세주의 출생과 성영의 발자취
2. 담금질의 개혁, 성영과 불 속에다
3. 구세주와 제자들에게 충만한 성영의 발자취
1) 예수에게 충만한 성영
2) 스테파노쓰에게 충만한 성영
3) 바르나바쓰에게 충만한 성영
4) 싸울로쓰를 채운 성영
5) 페트로쓰를 채운 성영
6) 성영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들의 의미 정리
4. 예언을 주시는 성영의 발자취
5. 성도들에게 임한 성영의 발자취
6. ‘채웠다‘는 의미
7. 대용어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수 없는 구절들

2장 성령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1. 오순절 다락방 행전2:1-4, 성령님의 발자취

2. 코넬리오쓰 집,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발자취
3.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4. 예언을 주시는 성령님
5.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성령님에 대항해서 항거하는 죄

3장 결론
1. 성영이 임한 예문들 정리
2. 성령님이 임하는 예문들 정리
3. 예문들에 나타난 성영과 성령님 역할 대비
4. 예루살렘 총회(행전15:14-30)에 영향을 미친 베드로의 발언

- 2 -

서론,
7000여 년 전에 살았던 쑤메리안 사람들의 그림 중에서 ‘영혼을 저울에 다는 그림’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오는 영혼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나?’ 묻고는, ‘이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자‘ ’그리고 황소 한 마리를 또 저울에 올려라.’
저울에 올리자마자 황소는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아 이 놈 좋은 놈이다, 좋은 일 많
이 시켜라, 대목이 왔구나, 잘 관리해라.
자!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오는 저 혼을 여기 저울에 올려라. 토끼 한 마리를 저울에
올려라. 올리자마자, 이 번에는 영혼이 위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아! 이 혼이 왜 이렇게
가벼워. 깃털보다도 가볍네. 이 놈을 대려다가 내려쳐라. 통통 붙도록 쳐라, 쓸모가 없구
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을 오래 전에 유심히 쳐다보면서, 참 깃털 보다 더 가벼운 내 영혼, 무
개가 없는 인간, 하ㄴ님 앞에 쓸모없는 영혼! 아직도 하ㄴ님 앞에서 두려움 밖에 없는
내 영혼이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하는 강의를 할 자격은 페니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에 적힌 하ㄴ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듬어서라도 찾아본다
면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구절들을 사용하면서 ‘성령님’과 ‘성영’을 식별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단어 뜻 정의
성령님, 그ㅎ분의 거룩한 영

Av+d>q' x:Wrå

= to. pneu/ma to. a[gion auvtou/

그ㅎ분의 성령

님, 하ㄴ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성영, 성령님보다 약한 영으로 사람의 본디 영과 상호간에 접속하는 영이며, 감화력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영으로 악영과 대칭관계에 있다. 성영
의 발음은 ‘성형’처럼 ‘영’을 약하게 발음한다.
악영, ‘악령‘ 대신에 ’악영‘을 사용한다. 악영은 성영과 대칭관계에 있다. ’악령‘이라는 단
어는 ’성령님‘과 대칭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악령‘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악영의 발음은 ‘성형’처럼 ‘영’을 약하게 발음한다.

1. 성영과 성령님의 유래는 구약으로부터
당신의 면전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나로부터 가
져가지 마십시오(시편50:13).
①

`yNIM,(mi xQ:ïTi-la; ^ªv.d>q'÷ x:Wrïw> ^yn<+p'L.mi ynIkyEï liv.T;-la;

① mh. avporri,yh|j me avpo. tou/ prosw,pou sou kai. to. pneu/ma to. a[gio,n sou mh.

avntane,lh|j avpV evmou/(시편50:13)
당신의 면전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령님을 나로부터 가져가
지 마십시오(시편50:13).
----------------------그러나 그들은 반동을 일으켰고 그ㅎ분의 거룩한 영을 화를 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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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분은 그들에게 원수로 돌아섰다. 그 분 스스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시편63:10).
②

`~B'(-~x;l.nI aWhï byEßAal. ~h,²l' %peîh'YEw: Av+d>q' x:Wrå-ta, WbßC.[iw> Wrïm' hM'he²w>

② auvtoi. de. hvpei,qhsan kai. parw,xunan to. pneu/ma to. a[gion auvtou/ kai. evstra,fh

auvtoi/j eivj e;cqran kai. auvto.j evpole,mhsen auvtou,j(시편63:10)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ㅎ분의 성령님을 화를-내도록-자극했다, 그래서 그ㅎ분이
그들에게 원수로 돌아섰고, 그ㅎ분 스스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시편63:10).
----------------------그리고 여ㅎ바님의 영이 쏴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여ㅎ바님으로부터 악영이 09/그를 괴
롭혔/그에게 떨어졌\다(사상16:14).

`hw")hy> taeîme h['Þr"-x:Wr) WTt;î[]bi(W lWa+v' ~[iäme hr"s"ß hw"±hy> x:Wrôw>

③

③ kai. pneu/ma kuri,ou avpe,sth avpo. Saoul kai. e;pnigen auvto.n pneu/ma ponhro.n

para. kuri,ou
그리고 주님ㅇ의 영이 싸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주님ㅇ으로부터 악영이 그를 질식시키
곤 했다(사상16:14). 여ㅎ바님의 영

hw"±hy> x:Wrô

= pneu/ma kuri,ou 주님ㅇ의 영

-------------------④ 뛰어난 영 때문에(다니5:12)

hr"yTiy: Ÿx;Wrå yDIå lbeq\-lK'

④ kai. pneu/ma a[gion evn auvtw/| evsti
그리고 그(다니엘)안에 뛰어난 영이 있다(다니5:12).
70인(LXX)역에서 그리스어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이 ‘성영’으로 번역된
예문은 찾지 못했다.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은 다니엘 서에서 ‘성영’이 아니고
‘뛰어난 영’으로 번역했다. 구약 70인역(LXX)에서 외경 쑤싸나까지 포함해서,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은 7회 나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24회
나오며, 이 중에서 17번은 누가가 사용했다. 70인역에서 오직 2번(다니5:12,6:4) 사용된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 ‘성영’이나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은 구약에서 유래는 되었지만,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들이며, 특히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이 ‘성영’이란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된 예문은 없는,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 ‘성영’을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으로부터 차별화해서 사용한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시
의사였으며 그리스어 본토 배기 출신이라고 인정을 받은 누가이다.

2.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하는 문제점들
the Holy Spirit 성령;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영; Holy Ghost 성혼
신약에서 나타나는 pneu/ma ‘영’들이 ‘성령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
과 함께 영존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어 정관사 문법으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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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는 것이 주제다. 많은 저자들이 ‘불결한 영‘을 제외하곤 ’성령님‘과 같은 속성을 가
지고 있다고 본다. ‘영’과 ‘성령님’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스어에는
① 정관사가 24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정관사가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는지,
③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는지,
④ 신약의 그리스어가 70인역 구약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변형부정사 구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살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정관사 풀이는 생각보다
는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예문들을 수집해서 읽어 나가
면서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해 보자.
3. 그리스어 정관사 24가지, 478장으로 부르기

4. 고유명사로 사용된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령님
⑤ kai. evplh,sqhsan pa,ntej pneu,matoj a`gi,ou kai. h;rxanto lalei/n e`te,raij glw,ssaij

kaqw.j to. pneu/ma evdi,dou avpofqe,ggesqai auvtoi/jÅ
et repleti sunt omnes Spiritu Sancto et coeperunt loqui aliis linguis prout Spiritus Sanctus
dabat eloqui illis(VUO)
Und sie wurden alle erfüllt von heiligem Geist und begannen, in fremden Sprachen zu reden,
wie der Geist es ihnen eingab. (ZUR)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KJV)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o them to speak forth. (DBY)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령이 그들에게 말로-털어-놓도
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행전2:4).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 정관사
가 붙었을까?
여기에서 a`gi,ou 하기우,는 형용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의 일부분이다. 누가는 오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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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해서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를 ‘성령’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① 고유명사가 형용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않고, ② 또한 동격 없
이 사용될 때에는, ③ 새로운 단원에서 고유명사가 처음 사용되더라도, ④ 정관사를 취
하지 않는다는 문법을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관사가 없는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를 고유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번역했다. 고유명사로
사용되면 사실상 정관사가 필요 없다. 고유명사 자체로 의미가 한정이 되기 때문이다.
고유명사가 정관사 없이 처음으로 사용된 후에 다시 사용될 때에는 그 고유명사에 정
관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정관사의 역할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그 이름을
지적해서 가르키는 지시대명사적인 역할을 한다.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가
고유명사 ‘성령님’으로 사용된 구절들은 행전1:2, 2:4들이다.
⑥ a;cri h-j h`me,raj evnteila,menoj toi/j avposto,loij dia. pneu,matoj a`gi,ou ou]j

evxele,xato avnelh,mfqh\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선택했던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그는 승천했던 그 날
까지(행전1:2). 행전1:2은 새 단원의 시작인데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oj a`gi,ou 프
뉴마토쓰 하기우가 왔다.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는 고유명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정관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에 정관사가 붙으면 삼위일체의 ‘성령
님’을

표현하는

pneu/ma(n1)

것으로

기준을

세운

저자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다.

to.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나 to. a[gion pneu/ma 토 하기온 프뉴마

로 ‘성령님’을 표현한다. 그러나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a holy spirit, 성영’, 사람의 마
음을

사로잡는 신의

영향력,을

뜻한다. 여기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①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는데도, 처음 언급되는 고유명사로
서 ‘성령님’으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② 또 하나는 히브리어 구문론에서는 첫 번째 명사
앞에서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그리스어 번역에서 이러한 히브리어 문법을 받아 들
여서 히브리어와 일치감을 갖도록 정관사를 생략한 경우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관사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성영’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이러한 정관사의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믿어왔던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변
화를 의미한다. 세례요한이나,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영감에 의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또한 매리에게 닦아와서 메씨야를 임신하도록 한 동력은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아
니고, 한정하기 어려운 신의 성스러운 능력이, 성영 pneu,mato,j a`gi,ou(마태1:20)이, 구약
에서 이쓰라엘의 능력자들을 만들었던 것처럼(마태1:20, 누가1:35), 매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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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pneu,mato,j a`gi,ou

성영의 발자취를 찾아서

1. 구세주의 출생과 성영의 발자취
⑦ tau/ta de. auvtou/ evnqumhqe,ntoj ivdou. a;ggeloj kuri,ou katV o;nar evfa,nh auvtw/|

le,gwn( VIwsh.f ui`oj. Daui,d( mh. fobhqh/j| paralabei/n Mari,an th.n gunai/ka, sou\
to. ga.r evn auvth/| gennhqe.n evk pneu,mato,j evstin a`gi,ouÅ
그러나 그가 이들에 대해서 깊이-생각하는-동안에(ev),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
게 나타나서(ev) 말했습니다: 다비드의 아들 이오쎄프야! 그녀 안에 임신이 된 것은 성영
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너의 부인으로 취하는-것을 두려워하지(f) 말라
(마태1:20).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에는 정관사가 없다.
----------------------------------------⑧ kai. avpokriqei.j o` a;ggeloj ei=pen auvth/|( Pneu/ma a[gion evpeleu,setai evpi. se. kai.

du,namij u`yi,stou evpiskia,sei soi\ dio. kai. to. gennw,menon(nns) a[gion(nns)
klhqh,setai ui`oj. qeou/Å
그리고 그 천사는 응답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지요: 성영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가장-높으신-자의(u`) 능력이 너를 가리 울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di) 태어나게 되는 그
거룩한 09/아이는/것은\, 하ㄴ님의 아들이라 불러지게-될-것입니다(k)(누가1:35).
마리아가 임신이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성영에 의해서다.
------------------------------------

⑨ Kai. ivdou. a;nqrwpoj h=n evn VIerousalh.m w-| o;noma Sumew.n kai. o` a;nqrwpoj

ou-toj di,kaioj kai. euvlabh.j prosdeco,menoj para,klhsin tou/ VIsrah,l( kai. pneu/ma
h=n a[gion evpV auvto,n\
그리고 보세요, 이에루쌀렘에 이름이 쑤메온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의
롭고 독실하고, 이쓰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있었고(pr) 성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누가2:25).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에도 정관사가 없어서 ‘성영’이라 옮겼는데, 노인인 쑤
메인에게도 세례요한이나 세례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임했던,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는 같은 신의 영감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 26절, 27절에선 정관사가 붙은 tou/

pneu,matoj tou/ a`gi,ou 투 프뉴마 투 하기우가 사용되는데, 26,27절에서 정관사는 25절
의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 성영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기 때문
에 ‘성령’이 아닌 ‘성영’을 뜻한다.
---------------------------------------

⑩ kai. h=n auvtw/| kecrhmatisme,non u`po. tou/ pneu,matoj tou/ a`gi,ou mh. ivdei/n qa,naton

pri.n Îh'Ð a'n i;dh| to.n Cristo.n kuri,ouÅ
그리고 그 성영에 의해서, 그가 언젠가는 주님의 메씨야를 보기 전에는(p), 그가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에게 신적으로-대화가-이루어졌습니다(ke)(누가2:26).

tou/ pneu,matoj tou/ a`gi,ou에서 정관사 tou/는 25절에서 정관사가 없는 pne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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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on 프뉴마 하기온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다.
pneu,matoj tou/ a`gi,ou 투 프뉴마 투 하기우를 ‘그 성영’이라 번역한다.

따라서

tou/

------------------------⑪ kai. h=lqen evn tw/| pneu,mati eivj to. i`ero,n\ kai. evn tw/| eivsagagei/n tou.j gonei/j

to. paidi,on VIhsou/n tou/ poih/sai auvtou.j kata. to. eivqisme,non tou/ no,mou peri.
auvtou/
그리고, 그(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그 법의 관행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 이에쑤쓰를 데리고 들어 올 때에(evn), 그(쑤메온)는 그 영09/으로부터 지시
를 받으면서 /안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누가2:27).

tw/| pneu,mati 토 프뉴마티에서 전치사 tw/| 토는 25절에서 이미 정관사 없이 사용된
pneu/ma a[gion 프뉴마 하기온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tw/|
pneu,mati 토 프뉴마티는 ‘그 영‘이라 옮긴다.
2. 담금질의 개혁, 성영과 불 속에다
⑫ avpekri,nato le,gwn pa/sin o` VIwa,nnhj( VEgw. me.n u[dati bapti,zw u`ma/j\ e;rcetai

de. o` ivscuro,tero,j mou( ou- ouvk eivmi. i`kano.j lu/sai to.n i`ma,nta tw/n u`podhma,twn
auvtou/\ auvto.j u`ma/j bapti,sei evn pneu,mati a`gi,w| kai. puri,\
[다름-아닌 나는} 당신들을 물에다 담금니다. 그러나 나 보다 더 강하신 자가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쌘들들의 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이에쑤쓰)는 당신들을 성영
과 불 속에다 담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완네쓰가 모든 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가3:16),
세례요한이 곧 대중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할 때에도 정관사가
붙지 않은 pneu,mati a`gi,w| 프뉴마티 하기오 ’성영‘을 사용했다. 그러나 비둘기가 내려오
는 장면을 읽어 보자.

3. 구세주와 제자들을 채운 성영의 발자취
1) 이예쑤쓰에게 충만한 성영
⑬ VIhsou/j de. plh,rhj pneu,matoj a`gi,ou u`pe,streyen avpo. tou/ VIorda,nou kai. h;geto
evn tw/| pneu,mati evn th/| evrh,mw|
그러나 이예쑤쓰께서는 성영으로 충만해서 이오르다네쓰로부터 돌아오셨고, 그 영에 의
해서 광야로 인도되어졌다(누가4:1).
본절에서 tw/| pneu,mati 토 프뉴마티의 정관사 tw/는
| 상반절에 나온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를 가리키는 대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evn tw/| pneu,mati 그 영에 의해서,에서 정관사 tw/는
| 상반절에서 이미 언급된 정관사가
없는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영’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
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대용어 때
문이다. 즉, 이예쑤쓰께서는 성영으로 충만했고, 같은(충만히 체워진) 성영에 의해서 광
야로 인도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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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iv ou=n u`mei/j ponhroi. u`pa,rcontej oi;date do,mata avgaqa. dido,nai toi/j te,knoij

u`mw/n( po,sw| ma/llon o` path.r Îo`Ð evx ouvranou/ dw,sei pneu/ma a[gion toi/j
aivtou/sin auvto,nÅ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나쁜 존재이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m),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ㅎ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성영을
얼마나-더-많이 주시겠는가!(누가11:13)
마태는 avgaqa. 아가따 ‘좋은 선물들을’ 하ㄴ님께서 주신다고 말했는데(마태7:11), 누
가는 avgaqa. 아가따 ‘좋은 선물들’은 악한 자도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하
ㄴ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켰다. 하ㄴ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기자신 하
ㄴ님, 삼위일체의 ‘성령님’이 될 수는 없고, 그ㅎ에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정
관사가 없는 pneu/ma a[gion ‘성영’을 많이많이 주신다고 가르치는 구절이다.
⑮ VIhsou/n to.n avpo. Nazare,q( w`j e;crisen auvto.n o` qeo.j pneu,mati a`gi,w| kai.

duna,mei( o]j dih/lqen euvergetw/n kai. ivw,menoj pa,ntaj tou.j katadunasteuome,nouj
u`po. tou/ diabo,lou( o[ti o` qeo.j h=n metV auvtou/(행전10:38)Å
나자레트 출신 예수, 어떻게 하ㄴ님께서 그 분을 성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
고, 하ㄴ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면서 돌아다니셨고, 악영아래서 착
취당하는(k)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자, (말입니다)(행전10:38).
이에쑤쓰께서는 강력한 성영으로 감동함을 받고 능력으로 채워져서 악한 영들과 대항
할 수가 있었다.
이예쑤쓰께서는 하ㄴ님께로부터 ‘좋은 선물들’이 아니고 성영을 충
만히 받은 후에 이오르다네쓰로부터 돌아오셨고, 하ㄴ님께로부터 충만하도록 받은 성영
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졌고, 하ㄴ님께서는 pneu,mati a`gi,w| 프뉴마 하기오 성영으로
이에쑤쓰를 기름부으셨고, 이예쑤쓰께서는 이 성영에 힘입어, 악영아래 있는 모든 자들
을 고치셨고,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선행들을 행하셨다(행전10:38). 그리고 사람들
을 자신이 기름부음 받을 때 받으셨던 같은 성영속에 그리고 불속에 담그셨다.
(행전10:38)은 긴 명사절로서 세례요한이 설교한(행전10:37) 내용들의 목차다. 목차이
기 때문에 본동사가 없는 명사절이다.
제사장 자하리아쓰(엘리자베트의 남편, 세례요한의 아버지)(누가1:67)나, 엘리자베트
(세례요한의 어머니)(누가1:41)나, 씨몬도 pneu,matoj a`gi,ou 프뉴마트쓰 하기우 성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감을 받았지 삼위일체의 한 분인 u`po. tou/ pneu,matoj tou/ a`gi,ou 성
령님에 의해서 채워졌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성영이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그리스어로 읽으면서 지금쯤은 성영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내 삶에 미칠 수 있는 성영의 막강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행전10:38)에서 병행구를 보는가?
‘하ㄴ님께서 함께하심(=하ㄴ님의 임재)‘과 ‘성영과 능력‘이 병행구를 만들고 있다

2) 스테파노쓰에게 충만한 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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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노쓰와 바나바쓰가 받은 영감에 대해서, 행전6:5, 7:55, 11:24을 읽어 보자.
⑯ kai. h;resen o` lo,goj evnw,pion panto.j tou/ plh,qouj kai. evxele,xanto Ste,fanon(

a;ndra plh,rhj pi,stewj kai. pneu,matoj a`gi,ou( kai. Fi,lippon kai. Pro,coron kai.
Nika,nora kai. Ti,mwna kai. Parmena/n kai. Niko,laon prosh,luton VAntioce,a(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은 대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그리고 성영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쓰, 필맆포쓰, 프로호로쓰,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
나쓰, 니콜라우쓰, 개종자 안티호휴쓰를 선택했습니다(행전6:5).
스테파노쓰가 믿음과 성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문장입니다.
⑰ u`pa,rcwn de. plh,rhj pneu,matoj a`gi,ou avteni,saj eivj to.n ouvrano.n ei=den do,xan

qeou/ kai. VIhsou/n e`stw/ta evk dexiw/n tou/ qeou/
그러나 성영으로 충만한 자인(u`) 그(스테파노쓰)는 그의-눈으로- 하늘을 -쏘아보면서, 하
ㄴ님의 영광과 하ㄴ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에쑤쓰를 보았습니다(행전7:55).
똑같은 단어 plh,rhj pneu,matoj a`gi,ou가 예수님(누가4:1), 스테파노쓰, 바르나바쓰
에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스테파노쓰 바르나바쓰(행전11:24) 모두 성영으로
충만했다.

3) 바르나바쓰에게 충만한 성영
⑱ o[ti h=n avnh.r avgaqo.j kai. plh,rhj pneu,matoj a`gi,ou kai. pi,stewjÅ kai. prosete,qh
o;cloj i`kano.j tw/| kuri,w|Å
그(바르나바쓰)는 좋은 사람이었고 성영과 믿음으로 충만했으며, 큰 군중이 주님에게 더
해졌기 때문에(행전11:24)
for he was a good man an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a large crowd of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Act 11:24 DBY)

바르나바쓰 역시 성령님이 아닌 성영으로 감동 받았음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순교자 스테파노쓰나 바르나바쓰나 모두 성영에 깊은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4) 싸울로쓰를 채운 성영
⑲ Sau/loj de,( o` kai. Pau/loj( plhsqei.j pneu,matoj a`gi,ou avteni,saj eivj auvto.n
그러나 또한 파울로쓰인 싸울로쓰는 성영으로 채워져서, 그(엘리무쓰)를 응시하면서
(행전13:9),
싸울로쓰가 씨프루쓰에서 마술가인 엘리무쓰를 비난할 때인데, 싸울로쓰는 스테파노
쓰처럼 성령님이 아닌 성영에 충만해 있었다는 구절이다.

5) 페트로쓰를 채운 성영
⑳ To,te Pe,troj plhsqei.j pneu,matoj a`gi,ou ei=pen pro.j auvtou,j
그후 페트로쓰는 성영으로 채워져서 그들에게 말했씁니다(행전4:8).

6) 성영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들의 의미 정리
① plh,rhj 플레레쓰, 항상 ‘충만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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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쑤쓰, 스테파노쓰, 바르나바쓰에게 ‘충만했던 성영’을 표현한 단어 plh,rhj 플레
레쓰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 형용사다. ‘충만’이라는 뜻에는 충만한 상태가 ‘언제나’ 계속
되는 ‘진행성, 반복성’이 그 의미에 내포되 있다. 한 순간에만 충만하고 다음 순간에는
부족하다면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plhsqei.j 플레쓰떼이쓰 반복적으로 ‘채워졌다’는 뜻이다.

plhsqei.j pneu,matoj a`gi,ou 플레쓰떼이쓰 프뉴마토쓰 하기우에서 plhsqei.j 플레쓰
떼이쓰는 분사 부정과거 수동태 형으로 본동사와 거의 동시동작을 표현한다. 분사이기
때문에 ‘성영이 채워져서’라는 동작에는 ‘진행성, 반복성’이 그 의미에 내포되 있다.
③ evplh,sqhsan 에플레쓰떼싼 ‘그들은 채워졌다’는 돌발적 동작이다.

evplh,sqhsan 에플레쓰떼싼,은 능동태 부정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형으로 발생한 동작을
표현한다. 그리고 나서 h;rxanto lalei/n e`te,raij glw,ssaij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
기 시작했다’는 다른 동작이 따라온다. 행전2:4의 evplh,sqhsan pa,ntej pneu,matoj a`gi,ou
‘그들은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에서 능동태 부정과거인 동사 evplh,sqhsan 에플레쓰떼
싼 ‘그들은 채워졌다’에는 진행성은 없고 돌발적이고 순간에 발생한 일회적인 동작으로
앞에서 언급한 plh,rhj 플레레쓰와

plhsqei.j 플레쓰떼이쓰와는 대조적이다.

일괄적으로 살아 가셨던 이예쑤쓰, 스테파노쓰, 바르나바쓰와 관련해서 ‘성영’을 표
현할 때는 항상 ‘충만한 성영’ plh,rhj 플레레쓰를 사용했고; 부인했다가 다시 돌인킨
페트로쓰나, 믿는 자들을 죽이다가 늦게야 이에쑤쓰를 전파하기 시작한 싸울로쓰와 관련
해서 ‘성영’을 표현할 때는 반복적으로 ‘채워졌다’는 plhsqei.j 플레쓰떼이쓰를 사용했고;
오순절 후에 영문도 모른 채 ‘성령님’의 역사를 갑자기 체험하게 된 오순절 성도들에게
는 돌발적으로 ‘채워졌다’는 evplh,sqhsan 에플레쓰떼싼 동사를 저자 누가가 골라서 사용
한 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일치하는 단어들을 잘 골라서 표현했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그냥 아무렇게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4. 예언을 주시는 성영의 발자취
㉑ o` tou/ patro.j h`mw/n dia. pneu,matoj a`gi,ou sto,matoj Daui.d paido,j sou eivpw,n(

~Inati, evfru,axan e;qnh kai. laoi. evmele,thsan kena,È
누구가, 당신의 종이며 우리의 아버지인 다비드의 입으로 성영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이방인들은 사납게-날뛰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꾀하는가?' 라고 말했는
가?(행전4:25)
본절은, 하ㄴ님께서는, pneu,matoj a`gi,ou 프뉴마토쓰 하기우 성영을 사용하시지만,
다윗의 입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의 감화력을, 표현하셨다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점은 ‘

hw"ëhy> x:Wrå

여ㅎ바님의(성) 영’은 구약시절부터 유대교

에서 사용해 와서, ‘성영’이라는 단어의 역사가 아주 깊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나의 몸
과 나의 영혼이 신의 뜻과 맞물려 살아갈 때 접속하는 단어가 ‘성영’이며, 또한 인간의
심리psychology, 영혼soul, 활동activity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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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Andrej avdelfoi,( e;dei plhrwqh/nai th.n grafh.n h]n proei/pen to. pneu/ma to.

a[gion dia. sto,matoj Daui.d peri. VIou,da tou/ genome,nou o`dhgou/ toi/j
sullabou/sin VIhsou/n(
형제들이여, 이에쑤쓰를 체포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던 이우다쓰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다
윗의 입을 통해서 예고했던 그 성구는 필연코 성취되어야 했습니다(행전1:16).
㉓ Ouv peri. pa,ntwn u`mw/n le,gw\ evgw. oi=da ti,naj evxelexa,mhn\ avllV i[na h` grafh.

plhrwqh/\| o` trw,gwn mou to.n a;rton evph/ren evpV evme. th.n pte,rnan auvtou/Å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누구들을 택했는지를 나는 안다.
그러나 ‘나의 빵을 먹는 그 자가 나를 대항해서

09/원수가

되었/그의 발뒤꿈치를 들어 올

렸\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다(요한13:18).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그리스어 구약성경 70인역 대비
내가 그 안에서 신뢰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마저도, 나의 빵을 먹는 그 자가 나를 대항해
서 09/원수가 되었/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시편41:10).

`bqE)[' yl;ä[' lyDIßg>hi ymi_x.l; lkeäAa Abâ yTix.j;äB'-rv,a] Ÿymi’Alv. vyaiÛ-~G:

㉔

㉔ kai. ga.r o` a;nqrwpoj th/j eivrh,nhj mou evfV o]n h;lpisa o` evsqi,wn a;rtouj mou

evmega,lunen evpV evme. pternismo,n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희망했던, 심지어 내 평화의 그 사람, 나의 빵을 먹는 그 자가
나를 대항해서 09/원수가 되었/속임수를 증대시켰\다. dsl 1.tm
------------------------㉕ oi[tinej kataba,ntej proshu,xanto peri. auvtw/n o[pwj la,bwsin pneu/ma a[gion\
이들이 (페트로쓰와 이완네쓰) 내려와서, 그들이 성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행전8:15).

5. 성도들에게 임한 성영의 발자취
싸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도들도 같은 pneu/ma a[gion 성영을 받았다는 구절이다.
㉖ to,te evpeti,qesan ta.j cei/raj evpV auvtou.j kai. evla,mbanon pneu/ma a[gion(행전 8:17).
그 후 그들은 그들 위에 손을 얹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영을 받았습니다
--------------------㉗ le,gwn( Do,te kavmoi. th.n evxousi,an tau,thn i[na w-| eva.n evpiqw/ ta.j cei/raj lamba,nh|

pneu/ma a[gionÅ
누구에게나 만일 내가 손을 얹으면 그가 성영을 받도록, 당신들은 이 권능을 또한 나에
게 주시오, 라고 말하면서(행전8:19),
---------------------㉘ ivdw.n de. o` Si,mwn o[ti dia. th/j evpiqe,sewj tw/n ceirw/n tw/n avposto,lwn di,dotai

to. pneu/ma( prosh,negken auvtoi/j crh,mata
그러나 씨몬은 사도들의 손들을 얹으므로써 그 같은 영이 주어지는 것을 그가 보고서,
그는 그들에게 돈들을 주었습니다(행전8:18).
15, 17, 19에는 정관사가 없는 pneu/ma a[gionÅ 성영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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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관사가 온 to. pneu/ma( ’그 영‘이 왔다. 여기에서 정관사 to.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된 것이다. 누가는 같은 영을 받는 역사를 강조하기를 원했던 같다.
---------------------------

㉙ ei=pe,n te pro.j auvtou,j( Eiv pneu/ma a[gion evla,bete pisteu,santejÈ oi` de. pro.j

auvto,n( VAllV ouvdV eiv pneu/ma a[gion e;stin hvkou,samenÅ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었을 때에 만일 너희들이 성영을 받았는
지?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영이 있
는지 듣지도 못했습니다(행전19:2).
에페쏘쓰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인데도, 성영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으며, 아마도 악영
에 대해서는 알았겠지만,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난 후에야 성영을 받게 된다. 19:6절에
나타난 정관사 to.는 대용어anaphora로 2절에서 이미 언급된 성영을 가리킨다.
-------------------㉚ kai. evpiqe,ntoj auvtoi/j tou/ Pau,lou Îta.jÐ cei/raj h=lqe to. pneu/ma to. a[gion evpV

auvtou,j( evla,loun te glw,ssaij kai. evprofh,teuonÅ
그리고 파울로쓰가 그의 손들을 그들 위에 얹었을 때에, 그 09/성영/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혓소리로 말했으며 앞으로-있을-일들을-말했습니다
(행전19:6).
And when Paul lai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Act 19:6 NAB 캐톨릭역 2010년)
And when Paul had 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Ghost came on them; and they
spake with tongues, and prophesied.(Act 19:6 KJV)
And when Paul had a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with tongues and cprophesying. (Act 19:6 NAU)

이러한 정관사 유무로 성령과 성영을 구분하는 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정관사를 교회나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삽입한 것인지, 참으로 정관
사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된 것인지를 일반인으로서는 식별하기
가 어렵다는 점이다. 행전5:3을 읽어 보자.

6. ‘채웠다‘는 의미
㉛ ei=pen de. o` Pe,troj( ~Anani,a( dia. ti, evplh,rwsen o` Satana/j th.n kardi,an sou(
yeu,sasqai, se to. pneu/ma to. a[gion kai. nosfi,sasqai avpo. th/j timh/j tou/
cwri,ouÈ
그러나 페트로쓰가 말했다, 아나니아쓰야! 무슨 이유로, 싸타나쓰가 너의 마음을 09/다스
리도록 했/채웠\느냐?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또 09/들판/땅\ 값으로부터 너를-위해서
-일부를 숨겼느냐?(행전5:3)
dia. ti, 왜, 무엇 때문에? 페트로쓰가 아나니아쓰 보고,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 했다.
곧 하ㄴ님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 때에 페트로쓰는 분명하게 정관사를 사용했다.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은 5장 첫 머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앞
절에서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사
to.는 분명히 대용어anaphora가 아니다.
㉜ ouvk evyeu,sw avnqrw,poij avlla. tw/| qew/|Å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ㄴ님에게!(행전5:4). 4절이 중요한 것은 페트로쓰가 to. pneu/ma to. a[gion 토

- 13 -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과 tw/| qew/|Å ‘하ㄴ님’을 같은 인격자로 사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내가 왜 존칭어 ‘님’을 ‘성영’에는 붙이지 않고 ‘성령’에는
붙이는지 이 구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vplh,rwsen 에플레로쎈은 예배5:18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㉝ kai. mh. mequ,skesqe oi;nw|( evn w-| evstin avswti,a( avlla. plhrou/sqe evn pneu,mati(
너희들은 술로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방탕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으로
채워져라.
그리스어 동사 plhro,w 플레로오는 ① 명령들, 의무들, 요구들을 성취한다, 특히 하
ㄴ님의 뜻을 수행하고 완성시킨다(골로4:17)는 뜻을 표현할 때도 동사 plhro,w 플레로오
가 사용되었다. ② 활동이나 작업을 마무리 작업을 해서 끝내 준다, 끝에까지 도달한다,
완성 시킨다‘(행전12:25)는 뜻을 표현할 때에도 동사 plhro,w 플레로오가 사용되었다. 동
사 plhro,w 플레로오 ’채운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조정하고 다스린
다’는 뜻이다(NET). 그러면, 예배5:18절에서 ‘영으로 채워져라’는 뜻은 ‘나의 마음과 생
각을, 술이 아닌, 성영이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이 나온다.

7. 대용어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수 없는 구절들
㉞ h`mei/j evsmen ma,rturej tw/n r`hma,twn tou,twn kai. to. pneu/ma to. a[gion o] e;dwken
o` qeo.j toi/j peiqarcou/sin auvtw/Å|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하ㄴ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
령님께서도! (증인들이십니다)(행전5:32).
---------------㉟ tou/ de. Pe,trou dienqumoume,nou peri. tou/ o`ra,matoj ei=pen Îauvtw/|Ð to. pneu/ma(

VIdou. a;ndrej trei/j zhtou/nte,j se(
그리고 페트로쓰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령께서 [그에게
] 말했습니다, “보라 세 남자들이 너를 찾고 있다.”(행전10:19)
---------------㊱ ei=pen de. to. pneu/ma, moi sunelqei/n auvtoi/j mhde.n diakri,nantaÅ h=lqon de. su.n

evmoi. kai. oi` e]x avdelfoi. ou-toi kai. eivsh,lqomen eivj to.n oi=kon tou/ avndro,jÅ
그리고 령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 여섯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
갔습니다(행전11:12).
군병들이 페트로쓰와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가 염려해서(5:26), 그들을 예루살렘의
최고 재판소인 sanhedrin으로 데리고 간다.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구절에
서, 자신들은 이 일들만 아니고 성령님도 또한 증인이시라고 까지 말할 때에 정관사를
사용해서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라 발언한 구절이다.
1장에서 중요한 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같은 질의 ‘성영’으로 감화를 받았으며,
각각 담당했던 구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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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성령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거룩하게 섬기자!
지금부터는 정관사가 붙은 to. pneu/ma 토 프뉴마,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이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자!
㊲ kai. katabh/nai to. pneu/ma to. a[gion swmatikw/| ei;dei w`j peristera.n evpV auvto,n(

kai. fwnh.n evx ouvranou/ gene,sqai( Su. ei= o` ui`o,j mou o` avgaphto,j( evn soi.
euvdo,khsaÅ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ㄱ 분위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너ㄱ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09/함께/
안에서\ 아주-즐거워한다(누가3:22).
누가3:22에서 영이신 한 하ㄴ님이
하늘에선 ‘말씀으로’ 공중에선 ‘비둘기로’ 땅에선 ‘사람(예수)으로’
다변신하신 것을 보는가?
전통적 용어로 ‘삼위일체’를 보는가?
누가는 몇 절후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장면을 적으면서 나타나신 영은, 이 것은 성령
님이다고 생각을 해서 22절에선 정관사를 붙여 to. pneu/ma to. a[gion(4) 토 프뉴마 토
하기온 ‘성령님’이라 적었습니다. 16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적을 때에도 정관사 없이 pneu,mati a`gi,w| 프뉴마티 하기오 ’성영‘으로 표현했던 점과 비
교하면 중대한 변화가 누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절의 정관사가 붙은 to. pneu/ma to. a[gion 토 프뉴마 토 하기온에서 정관
사는, 절과 절 사이가 좀 떨어지지만, 16절에 나온 pneu,mati a`gi,w| 프뉴마티 하기오 ’성
영‘을 가리키는 대용어anaphora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1. 오순절 다락방 행전2:1-4, 성령님의 발자취
㊳ Kai. evn tw/| sumplhrou/sqai th.n h`me,ran th/j penthkosth/j h=san pa,ntej o`mou/ evpi.

to. auvto,Å(1)
오순절 날이 오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㊴ kai. evge,neto a;fnw evk tou/ ouvranou/ h=coj w[sper ferome,nhj pnoh/j biai,aj kai.

evplh,rwsen o[lon to.n oi=kon ou- h=san kaqh,menoi(2)
그리고 갑자기, 마치 강한 바람이 돌진하는 것처럼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앉아 있던 그 집 모든 곳을 채웠습니다.
㊵ kai. w;fqhsan auvtoi/j diamerizo,menai glw/ssai w`sei. puro.j kai. evka,qisen evfV

e[na e[kaston auvtw/n((3)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일이
개개인 위에 앉았습니다.
㊶ kai. evplh,sqhsan pa,ntej pneu,matoj a`gi,ou kai. h;rxanto lalei/n e`te,raij glw,ssaij

kaqw.j to. pneu/ma evdi,dou avpofqe,ggesqai auvtoi/j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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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령이 그들에게 말로-털어-놓
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전2:4에 나오는 pneu,matoj a`gi,ou 프뉴마트쓰 하기우를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이
유는 그리스어 문법 때문이다.
① 새로운 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pneu,matoj a`gi,ou 프뉴마트쓰 하기우는 처음 사용된
단어임으로 정관사를 pneu,matoj a`gi,ou 프뉴마트쓰 하기우에 붙이지 않았다.
행전2장은 새 단원임,

②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실사로 사용되면 고유명사를 만든다.

pneu,matoj a`gi,ou에서 형용사 a`gi,ou 하기우는 실사 ‘성’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pneu,matoj a`gi,ou를 ‘성령님’ 고유명사로 번역한 것이다.
2. 코넬리오쓰 집,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발자취
기독교사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중 하나가 행전11:15입니다.
㊷ evn de. tw/| a;rxasqai, me lalei/n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evpV auvtou.j w[sper

kai. evfV h`ma/j evn avrch/|Å
내가 말하기를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들 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위에 덮쳤습니다(행전11:15).

a;rcein 아르헤인은 무엇인가 막 시작하려는데 다른 일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동작
을 표현한다(Th). 따라서 할 말도 못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여기에서 전치사 to.는 12절
에 나오는 성령님을 지칭하지 않는다면, 대용어anaphoa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카이싸리아 지역에 있는 코넬리오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인 성회
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로잡아 사용하는 성영이 아닌, (보기: 페트로쓰와 이완넨
이 싸마리탄 개종자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성영을 받았음) 오순절 날(2:4)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같은 성령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이다.
코넬리오쓰 집에서 모인 성회에 삼위일체의 성령님께서 직접 하강하신 사건은 획기적
인 역사로, 코넬리오쓰의 성회를 다른 집회들로부터 현격하게 구별화 시키셨다. 성령님
께서 카이싸리아 지역을 방문하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페
트로쓰가, 환상에 순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이 지역에 크리스챤 교회
를 세우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진 점이다.
이는 제2 오순절에 해당하며 요엘(2장)의 예언이 2번째로 성취된 것이다. 이 획기적
인 이방교회 시작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며, 예루살렘 총회에서 페트로쓰
가 일어나서 파울로쓰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성령님을 받은(행전15:8) 교인들에게
할레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연설함으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전도하는 파울로
쓰의 선교를 허락했던 것이다(행전15:1-29). 이렇게 발언하게 된 페트로쓰의 동기는 두
말할 것 없이 코넬리오쓰 집에 하강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첫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게 된 자신의 체험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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㊸ kai. o` kardiognw,sthj qeo.j evmartu,rhsen auvtoi/j dou.j to. pneu/ma to. a[gion

kaqw.j kai. h`mi/n
마음을 아시는 하ㄴ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증인이 되셨습니다(행전15:8).

3.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님
㊹ :Eti lalou/ntoj tou/ Pe,trou ta. r`h,mata tau/ta evpe,pesen to. pneu/ma to. a[gion

evpi. pa,ntaj tou.j avkou,ontaj to.n lo,gonÅ
아직도 페트로쓰가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들 위에 찾아오셨습니다(행전10:44).
이것이 이방인 첫 번째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 온 기
록이다. 성령님을 체험하려면 꼭 예배시간에 있어야 한다.

4. 예언을 주시는 성령님
크리스챤들의 예언도 성령님 자신의 선물이었다.
㊺ avnasta.j de. ei-j evx auvtw/n ovno,mati {Agaboj evsh,manen dia. tou/ pneu,matoj limo.n

mega,lhn me,llein e;sesqai evfV o[lhn th.n oivkoume,nhn( h[tij evge,neto evpi.
Klaudi,ouÅ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름이 아가보쓰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독한 기근이 온 세상 위
에 곧 있게 될 것이라고 령으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디우 (로마황
제,AD41-54) 때에 발생했습니다(행전11:28).
-------------------------

㊻ kai. evlqw.n pro.j h`ma/j kai. a;raj th.n zw,nhn tou/ Pau,lou( dh,saj e`autou/ tou.j

po,daj kai. ta.j cei/raj ei=pen( Ta,de le,gei to. pneu/ma to. a[gion( To.n a;ndra ouevstin h` zw,nh au[th( ou[twj dh,sousin evn VIerousalh.m oi` VIoudai/oi kai.
paradw,sousin eivj cei/raj evqnw/nÅ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면서, 파울로쓰의 띠를 취해서, 자신의 발들과 손들을 결박하고서,
그(아가보쓰)가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를 소유한 사람을,
이처럼, 이에루쌀렘에서 유대인들이 결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손들에
다 넘길 것입니다(행전21:11).
행전11:28, 21:11은 아가보쓰가 직접 하ㄴ님으로부터 예언을 한 구절들입니다.
----------------㊼ leitourgou,ntwn de. auvtw/n tw/| kuri,w| kai. nhsteuo,ntwn ei=pen to. pneu/ma to.

a[gion( VAfori,sate dh, moi to.n Barnaba/n kai. Sau/lon eivj to. e;rgon o]
proske,klhmai auvtou,jÅ
그들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바르나바쓰와 싸울로쓰를 준비시켜라!(행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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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 지역의 예언자들도(13:1)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예기를 들었다.

2절에 나오는

정관사 to.는, 이제 13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대용어anaphora가 될 수 없다.

5.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성령님에 대항해서 항거하는 죄
성영을 거스리는 죄와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식별하는가?
㊽ kai. o]j eva.n ei;ph| lo,gon kata. tou/ ui`ou/ tou/ avnqrw,pou( avfeqh,setai auvtw/\| o]j dV

a'n ei;ph| kata. tou/ pneu,matoj tou/ a`gi,ou( ouvk avfeqh,setai auvtw/| ou;te evn tou,tw|
tw/| aivwn/ i ou;te evn tw/| me,llontiÅ
만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에 대항해서 단어 하나라도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o]j)든지(a'n) 성령님에 대항해서 말한다면, 그는 이 세대에서
나 닦아-오는 세대에서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태12:32).

tou/ pneu,matoj tou/ a`gi,ou (카타 투 프뉴마트쓰 투 하기우)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마태12:32, 누가12:10) 가르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요, 또한 성령
님은 하ㄴ님과 대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ㄴ님이신 성령님을 반격하는 자는 마치 환
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떠나는 환자와 같아서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같은 구절에서 o]j eva.n ei;ph| lo,gon kata. tou/ ui`ou/ tou/ avnqrw,pou(

avfeqh,setai auvtw/|\ 만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에 대항해서 단어 하나라도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되어질 것이다‘(마태12:32)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구별해 주는 이
유는, 이예쑤쓰께서는 세상죄를 담당하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㊾ Sklhrotra,chloi kai. avperi,tmhtoi kardi,aij kai. toi/j wvsi,n( u`mei/j avei. tw/|

pneu,mati tw/| a`gi,w| avntipi,ptete w`j oi` pate,rej u`mw/n kai. u`mei/jÅ
자신의-품행을-바꾸기를-거부하는-자들, 그리고 마음들과 귀들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들과 너희들처럼, 언제나 성령님에게 저항한다(행전7:51).
성령님께서는 오래오래 전부터 이쓰라엘과 함께 해 오셨지만, 이쓰라엘의 선조들과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까지도 역시 성령님을 저항했다고 증언하는 구절
이다. 성령님을 저항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악한 습성을 바꾸지 않고, 심령으로부터
들려오고, 밖에서 권위하는 감화의 기회들을 언제나 거부하는 고집이 있다.
--------------------㊿ pa/sa grafh. qeo,pneustoj kai. wvfe,limoj pro.j didaskali,an( pro.j evlegmo,n( pro.j

evpano,rqwsin( pro.j paidei,an th.n evn dikaiosu,nh|(
모든 성구는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고, 가르치기에, 책망하기에, 잘못을 고치기에, 의
안에서 훈련하기에 유익하고(wv)(디후3:16),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이미 60년 전에 출판이 된 Grammatical
Insights to NT를 읽고 추렴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저자 Nigel Turner(20)는 모든
성구는 심지어 삼위일체 중 하나인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 대변자로 사용한 예문들
이나, 성영으로 감화를 받은 모든 예문들이 다 qeo,pneustoj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
고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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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성영이 임한 예문들 정리
① 임신한 약혼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이오쎄프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영께서(마태1:20)
② 마리아를 임신시킬 때에,
성영께서(누가1:35)
③ 의롭고 독실한 쑤메인에게 메시야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한 분은,
성영이(누가2:26).
④ 쑤메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에 받아 안도록 지시한 것은,
성영이(누가2:27-28).
⑤ 이에쑤쓰가 담그는 곳은,
성영과 불 속에다 (누가3:16).
⑥ 이예쑤쓰에게 충만해진 것은,
성영으로(누가4:1)
⑦ 이예쑤쓰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성영이(누가4:1)
⑧ 하ㄴ님께서 이예쑤쓰를 기름 부으신 것은,
성영으로(누가4:1)
⑨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영을(행전10:38)
⑩ 이에쑤쓰께서 선을 행하시며, 악령아래서 착취당하는(k) 자들을 고치신 방법은
성영으로(행전10:38).
⑪ 제사장 자하리아쓰에게 나타나 아내가 임신한다고 말할 것은,
성영이(누가1:67)
⑫ 엘리자베트(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을 때 일어난 것은,
성영으로 채워짐(누가1:41)
⑬ ‘나의 빵을 먹는 그 자가 내 원수가 되었구나고 다윗이 예언한 자는
성영으로 가롯 유다(행전4:25)
⑭ 스테파노쓰가 하ㄴ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에쑤쓰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성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행전7:55).
⑮ 바르나바쓰가 큰 군중을 주님에게 더한 방법은,
성영과 믿음으로(행전11:24)
⑯ 싸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도들이 기도받고 받은 것은
성영을(행전 8:17).
⑰ 씨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도들이 손들을 얹을 때에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행전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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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혀들로 말했으며 앞으로-있을-일들을-말할 수 있게한 것은,
성영이(행전19:6).
⑲ 파울로쓰인 싸울로쓰가 채워진 것은
성영으로(행전13:9),

2. 성령님이 임하는 예문들 정리
① 비둘기로서 변신한 것은,
‘성령님’께서(누가3:22)
② 아나니아쓰와 쌉비라 죽은 이유는,
‘성령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행전5:3)
③ ‘하ㄴ님’과 같은 인격자는,
‘성령님‘(행전5:4)
④ 교회가 전파하는 구속사업의 보이지 않는 증인은,
성령님 (행전5:32).
⑤ 페트로쓰에 환상으로 불결한 것들을 먹으로고 명하신 분은,
‘성령님’(행전10:19)
⑥ 페트로쓰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지시는,
‘성령님’(행전11:12)
⑦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채워진 것은,
성령님으로(행전2:4)
⑧ 코넬리오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모인 성회에 방문하신 분은,
‘성령님’(행전11:15).
⑨ 아가보쓰란 자가 지극히 심한 기근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행전11:28)
⑩ 아가보쓰가 직접 하ㄴ님으로부터 예언한 구절은
행전11:28, 21:11
⑪ 성령님을 위해서 바르나바쓰와 싸울로쓰를 준비시켜라!고 성도들에게 말한 자는,
성령님(행전13:2)
⑫ 안디옥 지역의 예언자들이 미래사에 대해서 듣게 되는 출처는,
성령님으로부터(13:1)
⑬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님에 대항해서 반격하면(마태12:32).
⑭ 성령님을 저항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악한 습성을 바꾸지 않고,
감화의 기회들을 언제나 거부하는 고집(마태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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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문들에 나타난 성영과 성령님 역할 대비
성영

성령님

씨몬 위에 있음(누가2:25)
이방인들 위에로 내려오심(행전10:44),
예수님(누가4:1), 스테파노쓰(행전7:55),
페트로쓰(행전4:8), 싸울로쓰(행전13:9),
바르나바쓰(행전11:24)를 진행성인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을
동작으로 충만케(형용사)
순발적으로 채움(행전2:4)
하ㄴ님께서 주심(누가11:13)
하ㄴ님께서 주심(행전15:8)
임신케하는 능력(마태1:20)
다른 몸체로 변신할 수(누가3:22)
가장-높으신-자의(u`) 능력(누가1:35)
하ㄴ님과 병행어구(행전5:3-4)
신적으로-대화하는 대화자(누가2:26)
함께하며 지시를 내리는 자(누가2:27)
함께하며 지시하심(행전10:19)
물질을 태우지 않는 불의 병행어로(누가3:16)
담금질의 재료(누가3:16)
장소를 채움(행전2:2)
사람 속으로 들어감(행전2:4)bdf
장소로 인도하는 자(누가4:1)
하ㄴ님께서 주시는 선물(누가11:13)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심(행전10:44)
하ㄴ님께서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재료(행전10:38)
예언을 주심(행전4:25)
기도로서 받을 수 있는 것(요한20:22)(행전8:15)
수차 안수 받을 때 받게 됨(행전8:17)
믿을 때에 받게 됨(행전19:2)

예언을 주심(행전1:16)(행전11:28)
말로 대항하면 사죄불가(마태12:32)

혓소리로 말하고 미래를 예언함(행전19:6)

외국어들을 말하게 됨(행전2:4)

싸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도들(행전 8:17)

속이면 죽게 됨(행전5:5)

예배 참석자 전체를 동시에 입교시킴(행전10:44-48)

경배의 대상(행전5:4)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영’은 예수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임신시키고 나서,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이오쎄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예쑤쓰를 기름 붇고, 이에쑤쓰는 선행을 행하시면서, 악마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코,
성영과 불에 담그고, 스테파노쓰가 하늘에 계시는 이예쑤쓰를 보게되고, 바르나바쓰가
큰 군중을 주님에게 더하게 되고, 싸마리역의 성도들이 받게 된것도, 바울이 채워진 것
도 모두 성영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ㄴ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으로, 도구로, 감화력으로 주로 소수나, 개
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영’인 것이다.
반면에, ‘성령님은 하ㄴ님과 대등한 인격자로서, 개인들에게 방문하시지만, 이 경우들도
대부분은,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건립하시고,
확장시기키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보기를 들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 참석자 전체를, 무리로, 통체로 감화하시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경우와, 통상 제2 오순절 다락방으로 불리우는, 카이사라 지역에 거주하
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코넬리우스의 가정과 동료들을, 할례를 집행하지 않고서,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참석자 전체를, 무리로, 통체로 구원하시고, 직접 교회로 입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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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방인 첫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점에서 ‘성령님’은 ‘성영’의
역사로부터 구별화 되고 그 유일성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또한 성령님은 하ㄴ님과 대등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챤들이 올리는 예배의 대상
이요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신이다. 반면에 성영은 크리스챤들을 격려 위로
강건하게 하면서 감화력으로 또는 치료자로서 지상교회에 머무는 동안 교인들 하나하나
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ㄴ님 말씀과, 기도, 신
영한 노래와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 가도록, 내 속에서 내 밖에서 내 위에서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시면서, 나의 영혼을 내 본향이신, 영이신 하ㄴ님께로 되돌아가도록 나를 충만하
게 또는 반복적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성영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덕택인 것이다.

4. 예루살렘 총회(행전15:14-30)에 영향을 미친 베드로의 발언
초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 없이 전하는 복음은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 때에 바울 측에서는 기대
하지도 않았던, 제자들 중에서도 신앙의 거인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미 베드로는 코넬
리우스 가정에 성령님께서 방문하셔서 할례 없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직접 체험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복
된 소식을 허락하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에서 제거시켜 버리게 영향력 있는 발
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7).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하ㄴ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도록 보내셨지 않습니까?(7)
㊿① kai. o` kardiognw,sthj qeo.j evmartu,rhsen auvtoi/j dou.j to. pneu/ma to. a[gion

kaqw.j kai. h`mi/n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자이신 하ㄴ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사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심으로 증인이 되셨습니다(행전15:8).
하ㄴ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9). 그럼으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멍에(할례)를 제자들의 목에 올려놓으므로 하ㄴ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10)
대조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 얻습니다(11).
베드로가 발언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하ㄴ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택했다는 씨몬 베드로의 증언은 기록된 말
씀과 일치합니다(14-16).
㊿②

yTiär>d:g"w> tl,p,_NOh; dywIßD" tK;îsu-ta, ~yqI±a' aWhêh; ~AYæB;
`~l'(A[ ymeîyKi h'ytiÞynIb.W ~yqiêa' ‘wyt'sorhI) ]w: !h,ªycer>Pi-ta,

그 날에는 내가 쓸어 진 다비드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어진 곳들
을 내가 쌓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폐허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옛날처
럼 내가 그것을 다시 지을 것이다(아모9:11)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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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을 수 있도록(17)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19).
예루살렘 총회장 역할을 담당했던 야고보는,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 보고들을 받을 때
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실감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하ㄴ님께
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씁
시다. 할례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우리 회원이 찾아가서 발언을 했기 때
문에 여러분이 매우 흥분했다고 들었습니다(24). 그러나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
다.

mhde.n ple,on evpiti,qesqai u`mi/n ba,roj

보다 더 큰 짐을 당신들에게 얹어놓지 않는 것이

e;doxen tw/| pneu,mati tw/| a`gi,w| kai. h`mi/n 성령님께와 우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행전15:28),
㊿③

avpe,cesqai eivdwloqu,twn kai. ai[matoj kai. pniktw/n kai. pornei,aj( evx w-n

diathrou/ntej e`autou.j eu= pra,xeteÅ e;rrwsqeÅ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피, 목조여

죽인 고기, 부정한-육체관계로부터 절제하는 것,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면, 잘 실천
하시는 줄로 압니다, 평강을 빕니다(29) 라고 말을 끝맺습니다.
성영과 성령님을 식별하면서 더불어서 이방교회의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크리쓰챤들이 쉽게 예수를 믿기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로가 열린 것은, 카아사
라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인 코넬리우쓰 가정 성회에 참석한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
을 때에, 이들을 할례 없이 교회로 바로 입교 시켜버린 구원의 방법을, 예루살렘 총회가
참된 구원의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이방
인 교회의 기초와, 성령님께 즐거워 보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즐거워 보이는 교회 운영의
짜임새를, 보이지 않게 등 뒤에서 마련하신 성령님께 지극한 감사를 올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성영’으로부터 바르게 식별하고,
거룩하게 차별화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행전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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