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않은 사

람들뿐 아니라, 최고의 성공과 부를 소유한 이들도 이런 복잡한 느낌

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와 엄청난 부, 심오한 지혜와 지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본 후, 해 아래 아무 것도 새

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알 수 

없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

적인 직업, 의미 있는 대인관계, 물질적인 부유함, 또는 즐거운 오락 

등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 속 깊은 곳에 있

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느낌

을 갖는 것일까요?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

어진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혼(soul)이라는 내적

인 부분이 있는데 혼은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

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

존되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몸과 혼 외에 

가장 깊고 감추어진 부분, 곧 제 3의 부분인 영(spirit)을 가진 존재

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제 3

의 부분은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spirit)은 하

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
 3

의
 부

분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은 후,

만족 대신 실망, 심지어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용이 되도록 의도 하셨으므로, 하나님 자신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

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공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진공의 부분을 채

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비어 있는 한 우리는 참된 만

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제 3의 부분의 갈망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그안의 아픈 공허함을 우

리의 참된 만족이며 부유함과 의미이신 그분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몇 가지 기념할 만한 단계를 취하셨

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 죽으셨으며, 장사되

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 사람의 영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향해 마

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3의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영은 지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

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다음과 같이 단순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당신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의 영 안으

로 들어오셔서 당신 자신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받아들입

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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