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두 영에 관해 

 잃어버린 중요한 요점들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1.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 

게 되심(부활)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7:39. 

2. 마지막 아담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요한복음 7:39 의 성취)- 고전 15:45 하.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시다” 라고 하고, 다음 구절에서 

복합적인 신성한 칭호인 “주 영”이 

사용된다. 

3. 복합적인 영은 출애굽기 30 장 23-

25 절에서 (한 힌의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품과 그 효능들이 복합된) 관유에 

의해 예표되었다. 

4. 로마서 8 장 2 절과 9-11 절에 있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적인 영을 

일컫는다. 

5. 일곱 영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인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삼일 하나님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이다. 

일곱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된 (비교: 일곱 

배의 햇빛-사 30:26) 하나님의 영이다-

계 1:4, 3:1, 4:5, 5:6. 

 

 

 

 

사람의 영에 관하여 

1. 그분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하늘과 땅의 중요성과 동일한 

위치에 두셨다.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슥 12:1. 

2. 창세기 2 장 7 절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불어 넣어진 생명의 호흡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내적 

기관인 사람의 영이 되었다-욥 32:8 . 

3.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계시하고, 히브리서 4 장 12 절은 

영과 혼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혼과 영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4. 거듭남은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의 

해 사람의 영  안에서 성취 되었다-요 3:6. 

5.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우리의 모든 

충만한 은혜로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딤후 4:22, 갈 6:18. 

 

 

 

두 영에 관하여 

1. 요한복음 3 장 6 절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옴으로 사람이 그분과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임을 계시한다-고전 6:17. 

2.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전 6:17)” 라는 것은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3.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다-요 4:24. 

4.  로마서 8 장 16 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시며, 이 두 영은 

하나의 연합된 영으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5. 로마서 8 장 4 절에 사용된 ‘영’ 이라는 

단어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약 

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중대한 요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