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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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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소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어떻게
최고의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커다란 문제에 대한 안내로써 신약성경의
빌립보서라는 짧은 편지 속으로 그 문제를 던져볼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쓰기 몇 년 전에 마케도니아에 세운 작은 교회(사도행전
16:11-40)와의 관계를 보게 된다. 편지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따스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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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낀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자기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나의 기
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다(빌 4:1).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리고 그들이 그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빌 1:2-7; 4:10-20). 우

ዠᡘঔ

리는 바울의 염려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빌립보의 형

ᦰΎΟΨΟΛΠΤ

제자매들이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
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바울의 열망을 알 수 있다(1:8,27). 또한 빌립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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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세운 목사로서 합당하게끔, 바울은 교회가 겪고 있는 불화가 깨끗이 화
해되길 원했다(2:2-4; 4:2-3). 그는 또한 교회가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1:27-30).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것들과 다른 관심 사항들을 표현했다.

ᦰΎΟΨΠΥΛΠΨΟΣ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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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생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이 편지는 바울이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기회들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여 최고의
인생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ᦰΎΠΨΟΧΛΡΞ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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ड़ᔐḈ༨ℴ߰Ύ⡬⍴⊨

때였다(1:12-14).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는 암울하기 보다는 오히려 낙관적이다. 기쁨, 만족, 겸손
그리고 행복이 편지에 스며들어 있고, 바울의 삶 속에 넘쳐흐르고 있다.

ᕂ⣸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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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쓰여 졌다고 간주되어왔다. 바울은 로마(행 28:14-31; 전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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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 가이사랴(사도행전 23:23-26:32;
50년대 말 중반), 혹은 에베소(신약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행
20:18-19; 고린도후서 1:8-10절을 보라) 같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ᰘ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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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었든지 간에, 그 환경이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앞에 놓인 기회들이 폭넓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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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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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학습 주제
핵심본문
빌립보서 1:1-26
배경
빌립보서 1:1-26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킴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탐구 질문
어떻게 인생을 긍정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학습 목표
인생을 긍정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다.

၈℘ݤ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온다. 이 과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실제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이 가족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새로운 목사로서 그 가족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거의 가난한 상태로 아내를 남겨두고 갑자기
죽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아였다. 어머니는 관절을 쇠약하게 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잘살고 있다는 인식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한 가정이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삶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서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찾아볼 것이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처한 많은 어려움들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다(행 16:12-40).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빌립보서 1:13-14).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장소가 로마였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필요를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빌립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빌 2:25-29). 또한 바울에게 소중한
빌립보의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1:29). 더욱이 그들 사이의 교제는 두 여인의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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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당하고 있었다(4:2-3). 바울이 직면한 추가적인 어려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을 곤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다(1:17).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태도를 기쁨
이라고 표현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고려해보라.

่ᓜΎᰐደ၈ࡠΎ┨Ṑ⋘Ύ๘ঘΎࡤࠨᓠΎᕞঔΖΟΨΟΛΦΗ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깊고도 진심이 담긴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가
말한 것에 주목하라:“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1:3).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1:4).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1:7).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1:8). 1:8절의 뒷부분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은 원래 심장, 폐, 간, 그리고
장과 같이 인체의 내부조직을 뜻하는 것이다(KJV 번역본에서는 ”그릇“임). 이것은 동정과 관심의 가장
깊고도 강한 자리를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바울이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라.
이러한 강한 감정의 원인과 효과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경험했던 관계를 바라본다면 찾을 수 있다. 빌
립보서 1:5절은 그 이유를 그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koinonia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 모두는 흔히 사회적 사건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교제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말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과 슬픔
까지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그렇게 나눈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다(2:25).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였다
(4:14-15).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들로 인하여 기뻐
함으로써,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그들의 교제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함으로써 이러한 따스한 관계를 격려하
였다(1:3-7).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시기에 빌립보 성도들과 가진 진심이 담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
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도우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들
은 우리가 살아남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도 하다.

ࡤṐ⊨ΎࡄݺᲀΎ่ᓜΎᰐደ⊨ΎヌΖΟΨΧΛΟΟΗ
공교롭게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움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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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것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들에 대한 기도 가운데 바울이 구한 내용, 특성과
소망에 주목하라.
기도 가운데 바울은 두 가지를 구하였다: 사랑과 지식.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랑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원리가 되도록 의도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그들이
갖기를 기도했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랑이다.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단지 감정의 상태가 아니다. 1:9절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한복음
3:16절에서 발견되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의 형태인 agape이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구한 지식은 지적인 정보 이상의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지식이었다.
바울이 구한 것은 동기와 행동에서 순수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날”(1:10)까지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가 뜻하는 바다(1:11).
만약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일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계속해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매우 경쟁적인 사람들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들이다.

ゼΎ∘ݤ໔ᲀ༨Ύᲄ⊨Ύ࣐ヌΖΟΨΟΠΛΟΧΗ
바울에게는 그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복음 전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1-26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지 않은 이유들로 바울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붙잡히게 됨으로 친위대들과도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1:12-13). 더욱이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인 반대자들조차 복음을 전파하였다(1:15). 게다가 바울의 어떤 소심한 그리스도인
동료들은 자신들의 복음 증거에 더욱 용기를 얻도록 격려를 받았다(1:14). 그 결과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었다. 바울이 처한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어려움은 종종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 처음에는 나쁜 소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매우 심한 상처여서 직업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했다. 그의 인생 진로를 바꾸어야만 했던 때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 그는 더 많은 수입, 더 안정적인 가정생활, 그리고 그가 과거에 즐겼던 일들을
하게 되는 더 커다란 기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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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로마서 8:28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뜻이다:“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일어난 모든 일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서 선한 것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말했다.

ड़ᔐḈ༨⊼ΎᰚℴΎ⡬⍴⊨Ύᕂ⣸ঔΖΟΨΠΞΛΠΤΗ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에게 소중했던 빌립보 교회는 갈라졌다.
바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었다(1:15).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하였다(1:17). 더욱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1:13). 게다가 바울이 자신의 장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자신이 사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1:21-23).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였다(1:18).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의 삶에 대한 초점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바울의 삶은 일신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말하였다(1:21). 여기에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정기적인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활동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예비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ᔐΎ℘ᄄダݤέ
이 과목의 첫 부분에 언급한 가족을 기억하라. 그들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도
덜한 문제들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할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는가?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나타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는다.
우리의 예로서 바울을 사용하면, 우리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진심이 담긴 관계를 세워나감으로써,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반대의 한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찾음으로써, 그리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10

┬᚜
1.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어떻게 삶의 고통스러운 날들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2.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헌신을 말하겠는가?
3.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위안은 무엇이었는가?
4. 괴로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무엇인가?

ωᡘ⤍ϋ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
신약성경에는 교회 안의 두 직책을 말하기 위해 세 단어를 사용한다. “감독”(빌립보서 1:1; 디도서
1:7)이라고 번역된 말과 “장로”(디도서 1:5)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직책을 언급한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 그룹은 두 단어 사이에 구분을 짓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다. “감독”은 관리인
혹은 보호자로서 섬기던 사람이었다. “장로”는 나이와 책임 때문에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집사”라고 번역된 말이 있다(빌 1:1). 신약성경시대의 세상에서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섬기는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ωᡘ⤍ϋ
도전의 말씀
나는 한 가정이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삶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시기에 빌립보 성도들과 가진 진심이 담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
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도우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움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구하는
사람들이다.
어려움은 종종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여기에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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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학습 주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겸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핵심본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실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빌립보서 1:27-2:15
탐구 질문
배경

당신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빌립보서 1:27-2:18
학습 목표
바울이 묘사한 예수님을 진실한 나의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있다.

၈℘ݤঔ
이 과목의 목적은 바울이 묘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실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경건한 제자가 되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의 도덕적 기준과
행동은 의심받을 수가 없었다. 그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목사로서
함께했으면 하는 좋은 개인적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신실하고 헌신된
집사였다.
그가 나에게 자신은 가치가 없으며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자신과 교회의 다른 성도 사이에
재정적인 문제로 마찰이 있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그는 다른 개인에게 대하여 엄청난 고통, 적대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의 집사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가치가 없었는가? 무슨 자격이 한 사람을 가치 있게 혹은
가치 없게 만드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과목에서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에게 “한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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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라고 호소한 것이다(빌 1:27).
이러한 불화는 분명히 불평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니면 적어도 바울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2:15).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방하려고
해야 할 본보기가 되었어야 했다(2:5). 그리스도의 모든 태도는 겸손한 섬김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 사회의 우수한 규범과는 아주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노예의 천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사회는 섬김이 아니라 공개적인 찬양과
인정이 삶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 당시의 것들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없다.
본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직면하여 담대하게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수하는 것을 요구한다.

ネヌ⊤ΎℴΎ┥ᗘゼ⅐Ύ๘ゼ߰ΎゼΎོΎߧ⊨Ύ⇸࣐ダ่ΖΟΨΠΥΛΡΞΗ
빌립보 교회는 많은 인구가운데 위치한 작은 그리스도인 그룹이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중
의 어떤 것은 내부적인 문제였다.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1:27). 또한 그들은 대적하는 사
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였다(1:28). 박해를 받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하라(사도행전 16:16-24).
빌립보서 1:29절은 흥미 있는 개념을 보여준다.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는 특권을 허락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권”이라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은혜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들의 고난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행위라고 생각해보았는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빌 1:2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합당한 삶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된다.

ネヌ⊤Ύड़ᔐḈ༨⊼Ύᔬ⊰⊨ΎݺΎߧ⊨Ύኟダ่ΖΠΨΟΛΟΟΗ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의 설명은 이 위대한 진실과 상충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2:1-4)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2:5-11) 그들이 쫒아야 할 본보기로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부분 모두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1:27)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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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 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하나 됨으로써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토대위에 서라고 호소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지적하였다. 하나 되지 못함은 개인적 욕망, 헛된 자만심, 그리고 교만에 의해 움직여지는
이기주의적인 생활로부터 나왔다. 그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였다.
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라는 개인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쫒으라고 주신 본보기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간결하게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2:5)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그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매우 신중하게 두 단어를 사용하였다. 2:6절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타낸다. 그 개념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다. 2:7절에서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 혹은 모양을 취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위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러한 행동은 순종의 행위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온 세상 모두가 예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요구한다(2:10-11).

ネヌ⊤Ύ∔ᔐ⊼Ύ⎀⋴ΎṄᣨ⊨Ύ↨ᲕゼΎߧ⊨Ύኟダ่ΖΠΨΟΠΛΟΣΗ
여기에 바울의 역설이 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호소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되었다. 로마서 3-4장에서 바울이 전체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아브라함 측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8-9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 위대한 진실을 말하였는지
주목하라. 빌립보서 2:13절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실을 다시 말하고
있다.
구원이 하나님의 활동이신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부름 받았다
(2:12). “이루어 나가십시오”(2:12)라고 번역된 말은 완전함에 이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들 안에서 하려고 하시는 활동을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다른 말로하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수동적
무저항주의의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에베소서 2:10)에서처럼 우리의
제자 신분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두려움은 주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혹은 더 나쁜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노예의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it is a fear
that so great a love as God has will be hurt as his servants seek to bring their salv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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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그 분의 종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다치
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구절들이 그 밖에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무엇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해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결해지며 그리고 뒤틀린 세상에서 흠
없이 되는 것이다.

∔ᔐΎ℘ᄄダݤέ
빌립보서 1:27절에서 바울은 의미가 풍부한 단어를 사용했다.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민권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라틴어로 말하였고
로마사람처럼 옷을 입었고, 로마의 법을 준수하며 생활했다. 바울은 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생활하십시오”라고 번역되었음).
로마인에게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했다. 하나는 특권이었다. 바울이 붙잡혀서
채찍을 맞게 되었을 때, 그는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질문했다(사도행전 22:22-29;

16:37절도 보라). 바울이 로마시민인 것을 알고,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처벌함으로써
로마의 법을 위반할 뻔 하였던 것에 놀랐다. 베스도 앞에서 불공정하게 끌려와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였다(행 25:11).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또한 책임을 의미하였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붙잡히자, 그가 로마법에 대항하는
삶을 선동하였다고 하는 고소가 발생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행 16:20-23).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많은 특권을 갖는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언가를 믿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어야 할 동료 성도들이다. 게다가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미래를 갖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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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에게 있어서 질투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2.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질투를 가장 좋게 물리칠 수 있을까?
3.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복음에 분명하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왜 예수님을 육체를 입으신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ωᡘ⤍ϋ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교 신앙이 늘 직면하는 가장 커다란 내부적 갈등 가운데 하나는 AD 4세기경에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아리우스라는 이름의 기독교 지도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이었다고 말했다. 아리우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받았는데, AD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의
관점을 취소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남아 있다.

질투
질투는 이곳 미국에서 침례교도의 초기 선교 노력을 거의 파괴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확고하게 선교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선교의 수행은 맹렬한 투쟁을 겪은 후에야 얻은 것이다.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812년에 아도니람 저드슨과 루터 라이스는 조합교회원의 선교사로서 미얀마를 향해
항해하였다. 바다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공부하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례교가 더욱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특별히 참된 침례라고 믿었다.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라이스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처음에 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1814년에 그는 3년 총회(the Triennial Convention)를 이끌었는데, 주요
목적은 선교였다. 협회와 교회들이 선교를 후원하는데 헌신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동일한 협회와 교회 가운데 많은 수가 돌아섰다. 주요 이유는 질투였다. 미국
변경에서 온 많은 설교가들은 배우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했다. 그들은 선교를 후원하는 교육받은
지도자들에게 질투하고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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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라

학습 주제
핵심본문
빌립보서 2:19-30
배경
빌립보서 2:19-30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친다.
탐구 질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는가?
학습 목표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정하는데 있다.

၈℘ݤঔ
무슨 일이든 훌륭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틀림없는
진실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완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일상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분명한 종교적 행동만큼이나 우리의 섬김의 한 부분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전 과목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위대한 찬송과 같은
구절에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그 내용을 바꾸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매일 매일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2:18절과 2:19절 사이의 변화는 처음에 볼 때, 거의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변화를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지점에서 빌립보서를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본다면, 그 변화가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두 종과 바울의 동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로 살았느냐는 것이다(빌립보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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ၸᘌ໔ΨΎ㊸၈ᔠΎK⋘ΎᲐঔঔΖΠΨΟΧΛΠΗ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곳은 지금은 터키의 중남부인 곳에 위치하였다(행 16:1-2).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므로 그는 법적으로 유대인이었다. 비록 유대인 아버지를
둔 아이가 유대인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간주되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이다(딤후 1:5). 분명히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믿음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유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행 16:3).
우리는 비록 디모데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하지만(행 14:8-23),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디모데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을 때,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할 때, 실라와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 하도록 디모데를 선택했다(행 16:3). 디모데는
가까운 동료로서 수년 동안 바울을 섬겼다.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살전 3:2), “하나님의
일꾼”(살전 3:2), 그리고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고전 4:17)이라고 불렀다. 바울과 함께 하였을 때나
바울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도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힘 있게 하도록 일하였다. 디모데의 사역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빌립보에는 분쟁이 있었다(행 16:16-40). 바울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고린도로 돌려보냈을 때, 비록 디모데가 그 사역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디모데는
분명히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고전 4:17; 16:10; 고후 1:19). 바울이 교회에게 디모데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해서 느끼게 되었는지 주목하라,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고전 16:10-11).
디모데와 그의 사역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하나는 그가 신실하게 그리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랫동안 일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언제나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디모데의 많은 사역은 바울의 사자로서 섬겼다는 것이다. 바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디모데를
자신의 사자의 역할로 보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곳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그리고 바울의 전갈을
전하도록 했다.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하였다(고전
4:17).
잠시 이 두 가지 진실에 대한 성경적 자료들을 살펴보자.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인지를 묘사했다(빌 2:19-22). 첫 부분에서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2:20). “진심으로”라는 말은 원래 서자 출진의 아들이
아니라 적출의 아들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2:20). 바울이 1:15-18절에서 몇몇 다른 사람들의
동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2:21).
변한 것은 없다. 비록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릇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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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사람가운데 교육을 받은 감독의 예를 들어보자.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교회 일꾼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기회를 계획하는 것, 그리고 교회 예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아는 것 등에 있어서,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였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는 그의
교회가 알고 있는 감독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감독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하게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교회 일꾼들 가운데 내가
지도자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언제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는 그렇게 쉽게 받는 인정을 나는 결코 받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ℴᥰᏀၸ༨ΨΎ≨ダΎ㋐᱁⊠ᏀΎᲐঔঔΖΠΨΠΣΛΡΞΗ
우리가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에바브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의 애칭이고 둘 다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일반적인 이름이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집안의 남자들에게 종종 이 이름이 지어졌다. 아프로디테는 고대의 성과 사랑의
여신이었다. 에바브라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속에 있다(2:25-30; 4:18). 그는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뛰어난 성도였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 교회는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 이것은 바울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과 다른 불특정한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었다(4:18).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심하게 들어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 바울의 부탁으로 그는 빌립보로 돌아갔다. 바울은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2:29).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린 것은 사실이었다(2:26).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향수병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들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못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였다.
빌립보에서 바울에게로 간 이 사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하라. 바울은 특별히 그를 세 가지로
불렀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다(2:25). 형제로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영적인
친족이었다. 동료로서 그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함께 했다. 전우로서 그는 그들이 함께 복음의 대적들을
대할 때, 바울이 처한 어려움을 나누었다. 바울은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다”고
말했다(2:30). 바울은 또한 그를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신”이라고 불렀다(2:25). “사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비록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어로는 사도이다. 이것은 단지 대표자로서 보내진 사람을 의미한다.
수년 전에 이 초기의 사도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 성도가 있었다. 젊은 목사로서 내가 그 교회에 갔을 때,
휴가 나를 보러 왔다. 오늘날 그는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재정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었다. 그의 언어는 매우 제한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다. 그날
그가 내 사무실을 떠났을 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변변찮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느꼈다. 그가 했던 말과 태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말이었다. 그는 비록 돈이 없고 교육은 못
받았지만, 주님에게 드릴 무엇인가는 갖고 있다고 나를 확신시켰다. 그는 “수리공”으로서 그의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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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땀을 줄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발견했다. 수도꼭지가 세면, 쉽게
이야기해서 휴가 재빠르게 수리하였다. 하수관이 막히면, 그는 뚫었다. 경첩이 삐걱거리면, 그는 윤활유를
칠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제자도를 요약해서 말하길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배하는 곳에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갔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교회에서
필요한 사소한 일들을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과하였다.

∔ᔐΎ℘ᄄダݤέ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한다. 고유한 특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동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더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비천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느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야망이 아니라, 신실한 섬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거의 50년을 목사로서 섬기면서 무엇인가가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 나를 괴롭힌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사역과 섬김에서 자신들을 과장되게 높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내가 종종 해오던 대로, 한번은 내 말을 인용하여 노트 없이
말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예배 후에, 한 젊은이가 내게 다가와서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라고
부르셨으며 나는 내 인생을 설교하는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기억하시고
노트 없이 설교하셨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낙담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
1. 학교, 유아보호시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주기 등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에는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까?
2.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덜 알려져 있다. 잘 알려진다는 것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3.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도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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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임무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가?
5. 재정적으로 커다란 선물을 주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 서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휴가 섬기는
것과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6. 이 과목에서 묘사된 교육받은 감독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ωᡘ⤍ϋ
종, 사역자
작자의 견해로는 NIV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25절 가운데 특별히 한 단어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번역본을 비교하라; 특별히 NASV와 NRSV를 보라). 그리스어인 leitourgos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제사장으로서 혹은 제사장의 도우미로서 섬기는 것을 뜻한다. 정부
용어로서는 정부 관리로서 섬기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용어로서는 한 공동체에 지대하게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다(2:25).

월터 로쉔부쉬
월터 로쉔부쉬(1861-1918)는 아마도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논쟁을 즐기는 침례교 설교가 이었을
것이다. 그는 헬스 키친이라고 알려진 뉴욕시 근방의 제2독일침례교회의 목사로서 섬겼다. 그는 거기에서
가난, 차별, 술, 그리고 무절제한 자본주의와 탐욕을 보았다. 게다가 그는 정부의 무관심의 결과를
보았다.
구약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도움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압제에 대한 탄핵에 어는 정도 감동을 받은 그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 사회적 악을 탄핵하였다. 그가 그 용어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기독교회가 영혼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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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학습 주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하여 평생을 거는 최선의
핵심본문

삶을 살기

빌립보서 3:2-14
탐구 질문
배경

인생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빌립보서 3:1-4:1
학습 목표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것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나 자신을 헌신,
혹은 재헌신 하는 데 있다.

၈℘ݤ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아가면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원은
단지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여 동행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최고점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실수의 죄를 짓는다. 각 개인이 회개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을 초대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찾는 것이 잘못이다. 논리가 아닌 행동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구원하는 경험에 구원의 의미를
제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의 권위가 되는 성경은 처음의 경험은 단지 구원의 시작임을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한 평생 동안의 탐구임을 가르쳐준다.
오늘날 우리의 목적은 적어도 일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삶의
목표로 만들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ᘟྀΎㆹṄΖΡΨΠΛΤΗ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그를 의롭게 만드는 자신의 전통에 의존하였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들에다가 그들의 확신을 둠으로써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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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어로 세 번씩이나 정관사 “the"를 사용하여서, 그가 개들이라고 부른,
악한 일을 하는,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이것은 매우 강한 용어들이다.
바울은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간절하였다. 이 그룹의 태도는 매우 협소하고 당파적이었다.
”그들의 일원“이 아니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한다,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강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는 그 대답이 아니라고 하였다. 영어 번역에서는 단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빠진 것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참된 할례자이고 그의 반대자들은 단지 육체의 할례자라고 말하였다.
자기의 관점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통을 지적했다. 그의 부모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에 따라 바울에게 할례를 함으로써
율법을 준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으로서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고 그의 반대자들이 이야기하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요약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릇된 확신에 대한 논의의 요점은 단순히 율법과 관습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 가족의 믿음에 개인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다.
또한 바울이 상식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보다는 협소한 분파주의로 나누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빌립보 교회만이 이러한 분파주의, 곧 그릇된 확신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이야기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만족스럽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의존한다. 바울의 부모는 그를 율법주의에
따라서 양육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전통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으로는 자녀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경건한 부모를 갖고 싶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교회 출석, 십일조, 공동체 봉사 등의 활동들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사이에 단지 경계선을 만들 뿐이다.

↨⍨ダΎ࣐∴ΖΡΨΥΛΟΟΗ
바울은 의로움으로서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 구원은 율법 앞에서 죄가
없게 되는 것 이상이다. 오히려 이 구원은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렸는지 주목하라.
첫째, 바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3:7) 것과 “오물”(3:8)로 여겨지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전통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23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가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오물”이라고 불렀다(3:8). “오물”이라는 단어는 먹다가 남은 음식 찌꺼기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부족한 모든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둘째,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가치는 삶의 새로운 목표로 성장하였다. 이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 2차 대전의 영웅
죠지 패튼 장군에 대하여 그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은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러분에게 패튼의 생일과 죽은 날짜를 알려줄 수 있다. 그는 여러분에게 패튼의 키, 몸무게, 그리고 눈과
머리의 색깔을 말해줄 수 있다. 패튼이 피웠던 담배의 종류와 패튼이 읽었던 책들을 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패튼을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는 패튼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패튼을 몰랐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이러한 정보의 지식은 아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 하였던 것이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어떻게 의를 얻는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전에
바울은 외적인 관습, 의식과 규정들을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추구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였던 수많은 규정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엄밀하였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다.
넷째, 바울은 마지막 부활을 나누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요구하실 부활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바울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별생각 없이 가정하지는 않았던 것에 주의 깊게 주목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열렬한 소망이었다.
이 점에서 바울의 태도는 페기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 페기는 어렸을 때, 그녀의 교회에서 선교를
호소하는 것에 응답하였다. 그녀는 침례를 받았고 수년 동안 그녀의 교회의 일들에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녀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니, 그녀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다.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응급상황인 경우에도) 결코 기도하지 않았고, 절대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 영원에 대한 그녀의
소망을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경박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기의 마지막 구원을 허락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エ⇸ダΎࠡࡄΖΡΨΟΠΛΟΗ
바울은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완전함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몇 가지 진신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자기의 목표를 완전히 얻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여기지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24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그가 자기의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많은 세월을 바치고 자기가 한
노력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수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과거 업적들은 현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기회들을 파괴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노력에 있어서 과거를 잊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또한 바울은 완전함을 얻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완전함은 언제나 그가 잡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처럼 되려고 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상급이었다.
샘 스니드는 한 때 세상에서 최고의 골퍼로 여겨졌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한 사건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그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스니드는 주요 경기에서 단지 한
번 우승했을 뿐이다. 다음 날 몇몇 신문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연습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더 잘했어야 했으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바울의 태도였다.

∔ᔐΎ℘ᄄダݤέ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친구들”로서“나의 형제자매,”“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묘사하면서 마무리한다. 분명히 바울은 그들과 그들의 관계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3:10) 매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굳게 서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호소는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잘 듣고 응답하자.

┬᚜
1. 인생의 가치 없는 목표는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2. 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두어야 하는가?
3. 그리스도를 좀 더 온전히 알아가는 데 최대의 방해물은 무엇인가?
4.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5. 지역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평생의 질문을 갖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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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ᡘ⤍ϋ
바리새파인들
이 과목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파인 이라고 언급한 유일한 곳이다.
바리새파인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바울의 인생에서 차지한 역할 때문에 중요하다.
이름 그 자체는 아마도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온 것 같다. 그들의 역사적 뿌리는 기원전 6세기경
유대인의 망명생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정교한 제사장의 의식을 빼앗기자,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것은 십일조, 안식일 준수, 그리고 옛날의 의식들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분파로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상황 학습
피터는 한 개인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실 되게 개종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역할이 남아있다고 가르치는 교호에 소속되어 있다. 그 교회는 특정한 조건이
되면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혹은 그들에게 “두 번째 축복”을 준다고 믿었다. 피터의
교회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역할은 개인이 거의 완벽하고 사실상 죄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대화하면서 피터는 자기가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았고 사실상 너무나 거룩해서 그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의 관점과 바울의 간증(빌 3:12)과 충고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피터의 주장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할례
빌립보서 3: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할례를 말하였다. 할례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할례의 근본과
원래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 수세기 동안에 걸쳐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는 사춘기가 시작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일원이 될 때
실행되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실행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가르침과 그들의 전통에 충실 하는 것,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 사이에서 강제로
선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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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글 속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무엇을 뜻하는가? 때때로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하는 것에 아주 가깝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단호한 경험이
아니다.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인지는 상관없는 것이 진실이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자기의 약혼녀에게 약혼반지를 준 젊은이가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약혼녀에게 쌓여 있어서 그 밖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를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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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과]

참된 기쁨을 갖고 살라

학습 주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핵심본문

실제로 적용할 때 오는 것이다.

빌립보서 4:2-19
탐구 질문
배경

무엇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는가?

빌립보서 4:2-4:23
학습 목표
생활 속의 참된 기쁨을 얻는 적어도 한 가지 행동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결정하는데
있다.

၈℘ݤঔ
그리스도인은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진짜 기쁨은 외부 환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얻는 것이다.

바울이 이 과목의 본문 말씀을 가슴 뛰게 하는 말들로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보라. 그는 로마의 감옥에 사슬이 묶인 채 갇혀 있었다. 그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빌립보
교회의 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후원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의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그의 기쁨에
대한 중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항상 “기쁨으로”(빌 1:4)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썼다(빌 1:18). 그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 기뻐하겠습니다...”(2:17-18)라고 썼다. 빌립보서의 짧은 네 개의
장 안에서, 바울은 기쁨이라는 말을 12번이상이나 사용했다.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 기쁨은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을 함께 보내는 그러한 지나가는 즐거움인가?
기쁨은 편안하게 쉬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찾아지는 것인가? 우리의 목적은 이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질문들을 탐구할 때, 참된 기쁨은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을 함께 하는 것보다 더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더욱이 편안함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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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긴장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삶의 상황들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상황들은 기쁨을
보호할 수도 없고 망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갖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제안을 고려해보자.

ゼ⊼Ύᰐድ⊨Ύঔℙゼ⅐Ύ➜ྀΎঔᯌ⊼Ύᰚ⊨ΎᰘዠΖΨΠΛΣΗ
이 본문 말씀들을 볼 때, 몇 가지 내용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십시오”(4:4)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단지 모든 것이 잘되고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다.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주님
안에”(4:4) 있는 것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4:5). “관용”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여기서는 인내와 선한 뜻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조만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다. 바울의 향후 여행 계획과 그의 잠재적 죽음이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게 한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도록 기억하게 해준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두 여인 사이의 심각한 분리는 교회의 단합을
위협하였다(4:2). 또한 거짓 교사들은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3:2).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1:29).
이러한 상황 아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모든 것에
인내와 선한 뜻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였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4:4)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이러한 여러 배경들에 반대되는 것이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유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반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따위의 비열한 열망을 제외시킨다.

ঔ༨ヌ⊠ᏀỌΎ➜ྀΎঔᯌ⊨ΎࡄݺΎᰘዠΖΨΤΛΥΗ
6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초조,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에 대하여 바울은 두
개의 다른 말을 사용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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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이 단어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다른 말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
약속된 결과이다. 이것에 더하여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4:7).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우리의 지성을 말하고 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갖게 되면, 이 평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괴로워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염려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혼란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수년전에 염려에 대하여 재미있지만 심각한 예가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상담 약속을 했다.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걱정하였고 두려워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잠들기가
힘들었고,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걱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증세가 있었다. 그녀가 자기의 걱정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마쳤을 때,
나는 왜 그렇게 걱정했냐고 간단한 질문을 했다. 그녀의 대답은 처음에는 매우 복잡했다. 걱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와 이웃이 갖고 있었던 문제와
그들의 삶 속에 닥친 재난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매우 좋아하였고 그녀의 가족을 위하여 좋은 삶을 제공하였다.
그녀의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였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끔찍한 것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한다고 덧붙여 얘기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에 맞는 만큼의
어려움을 주셔서 “균형을 맞추게”하실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기억하게 해준다.

⌉ݤΎ⏯⊤Ύߧ၈⊨Ύ᱁ݥヌ⊠ᏀỌΎ➜ྀΎঔᯌ⊠ᏀΎᰘዠΖΨΦΗ
8절에서 바울은 여덟 개의 덕목을 나열하였다. 이것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덕목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당시에 스토아학파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잠시 이것들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들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가장
현혹시키는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참된 것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번역하기에 어려우면서도 복잡한 말이다.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보면 요점을 나타낼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옳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공정한을 뜻하는 같은 말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규정이 요구하는 것에 맞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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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덕목은 순결함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개념을 보여준다. 종교적인 의식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적합하고 헌신된 것을 뜻한다.
“사랑스러운”이 다음 덕목이다. 이것은 서로에게 매력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명예로운”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것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거나 혹은 듣기에 적합하다는 개념을
보여준다.
다른 덕목은 “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구, 동물,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하든지 간에 바로 가장
좋은 종류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칭찬할 만한”이 마지막 덕목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끌어내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 개념은 물질적 세상에서 참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참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질 것이다. 어떤 생각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 덕목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Ύᡜ⊰⊠ᏀỌΎ➜ྀΎঔᯌ⊠ᏀΎᰘዠΖΨΧΛΟΧΗ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였다(4:9).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에게서 듣거나 본 것은 무엇이든지 실천해야 한다고 썼다. 그가 강조하는 바는 그들의 지식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호소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적어도 네 가지 실천 혹은
태도를 언급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4:10-12). 이러한 배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4:13). 이것은 하나님이 인내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남아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수천가지의 다른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도움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였다(4:14). 여러분은
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는 재정적인 도움을 가져갔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2:25; 4:18). 바울이 감사를 표현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
하나는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이다(4:14-16). 다른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의 주는 행위는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만큼이나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4:17).
수년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가운데 한 사람의 간증은 아마도 이 요점을 보충해 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산에 쫒기고 있었다. 재정은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헌금 규모를 늘리는 것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하는 청지기 운동을 펼쳤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예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있어서 자신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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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육이 끝났을 때, 한 신실한 성도가 자기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전도와 선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빌립보서 4:19절을 잠시 생각해보라. 글쓴이의 견해로는 이 구절이 심하게 오해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완전한 건강과 개인적인 부유함을 허락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큰 믿음을 가진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아프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들이 처한
조건이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대고
요구하라”는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ᔐΎ℘ᄄダݤέ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은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제안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능력과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을 제안하신다.

┬᚜
1.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쁘기는 힘들다. 왜 그럴까?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에
빠져있어서 그런가? 그 밖의 다른 이유인가?
2.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커다란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에 있어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공적인가?

3. 스토아주의는 완전한 사람에게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이런 것은
무관심의 문제이다. 빌립보서 4:11-13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본문 말씀은 여덟 가지의 덕목을 나열하고 있다(4:8). 여러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덕목을 추가할 수
있다면, 무슨 덕목을 추가하겠는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가지의 덕목은 무엇인가?
5. 본문 말씀은 깊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갖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쁨을 갖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32

ωᡘ⤍ϋ
상황 학습
죤스 부인과 스미스 부인은 둘 다 같은 시간에 병원에 있었고 드물게도 같은 병실에 있었다. 둘 다
만성적인 허약증을 앓고 있었다. 둘 다 혼자되어 외롭게 살았다. 각자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다른 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죤스 부인은 비참하였고 불행하였다. 그녀는 자기의 아들에 대하여 매우 불평하였다. 그녀는 아들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한다고 했다. 아들은 크리스마스와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는 집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직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몹쓸 녀석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스미스 부인은 하루를 밝게 하는 미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전화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넘기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꼭 집에 왔다.
그녀는 아들의 직업적 성공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헤아릴 수 있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흥미 있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한 사람의 비극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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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소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과

왜 반드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그리스도에게 필적할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진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때때로 “골로새의 이단”이라고
불렸던 것의 본질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이 있어왔다. 아마도 교회 안의 몇몇
사람이 1세기 세상에 소용돌이치고 골로새의 그리스-로마 문화 속에서도
발견되었던 어떤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 도전은 골로새의 유대인들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이의 율법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실천하도록 이런 식으로 끌어내거나 혹은 끌어들였을
수도 있다. 아마도 골로새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였던 것은 이렇게 뒤섞인

ΤΎࡠ
൨ݤΎ⣀ࡄ⋜ݤέ
ࡌΎΟΨΟΛΠΡ

영향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골로새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였다. 이 고대 지역은 현재 우리가
터키로 알고 있는 곳의 서부에 있었다. 비록 우리는 바울이 그곳에 갔었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쓰기 전에 그의 영향이 그곳에까지
미쳤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ΥΎࡠ
ΎΎΎी⦽⊨Ύ⋧℘៨ᔠ
ࡌΎΠΨΤΛΠΡ

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 19:10).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는 골로새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와 소식을
주고받은 것과 더불어, 겨우 10 마일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도 소식을 주고받았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 2:1절과 4:13,
15-16절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잘 알았고,

ΦΎࡠ
ខ߰Ύᰘዠ
ࡌΎΡΨΟΛΨΟ

그들을 깊이 돌보았다(골 1:3-4; 2:1).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간 시기에 가깝거나 마지막
시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 만약에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시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편지를 썼다면, 그 시기는 로마에 갇혀 있는 시기인 60년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 서신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필적할 만한 개념들보다는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요구한다. 또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식이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삶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헌신한 바에 맞게 살라고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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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학습을 위한 추가 자료2)
James D.G. Dunn. 골로새 성도들과 빌레몬에게 쓴 편지.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Andrew T. Lincoln. "골로새“ The New Interpreter's Bible. 제6권. Nashivelle: Abingdon Press, 2000.
R.E.O. White. "골로새서“.“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제11권.Nashi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1.

2) 나열된 책들은 작자 혹은 BAPTISTWAY PRESS®와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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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과]

누가 최고인가?

학습 주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최고이며 화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핵심본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으시다.

골로새서 1:1-23
탐구 질문
배경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최고인가?

골로새서 1:1-23
학습 목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을 것인지 결정한다.

၈℘ݤ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창조와 구원은, 그 분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위치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분명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삶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지고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누가 정말로 일등인가? 한 해의 가을 동안, 미식축구 선수들과 팀들은 전국을 돌면서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우수함을 주장한다.
다른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개성으로 주의를 끈다. 예를 들어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는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주장하였다. 알리는 비행기를 타서 안전벨트의 착용을 거부하였다. 비행기 승무원이
몇 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에게 한 번 더 간청하였다. 그는
무례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당신의 안전벨트를 착용 하세요”라고 대답하였다.

∔ᔐᓠΎ⋴ṄࡠΎㆸヘṀⰈ໔Ύቔ℘ఌΖΟΨΟΛΚΟΧΛΠΡΗ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
랑”(골 1:4)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한
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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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에 근거하였다(골 1:5). 바울은 또한 복음 그 자체가 골로새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있는지를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1:10)하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포함되는 몇 가지 행동들을
나열하였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1:10-12).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찬양과 기도를 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분명히 위대한 교회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위대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은 신속하게 참으로 “가장 위대하신” 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옮겼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였는지
설명하였다(1:13-14).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는지 보게 된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어둠의 죽음과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셨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하는데 있어서 당신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장수말벌과 날개 달린 곤충들이 내 마음 속의 두려움을 생각나게 한다. 나와 형이 어렸을 때, 내 형인 댄
브룩스(텍사스 맥키니 제일침례교회의 집사)와 나는 땅의 구멍 위에 서 있었다. 그 구멍은 말벌 집의
입구였다. 소녀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발을 구멍에 집어넣었다. 동시에
우리는 포위당한 말벌이 나오는 것을 보려고 구멍을 주시하였다. 우리는 벌집에 뒷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벌들이 내 형을 수차례 공격하여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반면에 나는
비교적 상처를 입지 않고 도망쳤다.
그 이후로 언제나 나는 언젠가는 평균화의 법칙이 나를 붙들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때때로
말벌이나 벌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공포로 인하여 말 그대로 식은땀을 흘렸다. 감사하게도 내
아내인 멜라니가 말벌과 싸우는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다. 청소년 수련회의 어느 날 밤, 공부하고 있을
때,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말벌이었다. 불행하게도 멜라니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다. 나는 멜라니가 말벌을 죽이기 위하여 70마일을 운전하여 수련회 장소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말벌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말벌이 현관 불빛으로 날아가도록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내가 거의 절망에 빠져있을 때, 우리 교회의 두 사역자인 제이슨 메이필드와 짐 맥레이놀즈가 천사장인
미가엘과 가브리엘처럼 내 숙소에 갑자기 나타났다. 진퇴양난에 빠진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말벌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내 방에 와서 말벌과 전쟁을 하였다. 이 때, 내가 (한동안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내가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사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허락하였다. 무시무시한 싸움이 끝난 후, 두 사역자는 말벌을 죽이고 승리를
선포하였다. 농담 같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은 “건져 내시고”라고 번역된 말의 위대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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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구속,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가져 오셔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1:13-14).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우리를 사셨다(1:20).
로마서 5:6-1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믿는 무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더욱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화해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에게 화해된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오셔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서 그
분의 방식을 보게 하신다.
골로새서 1:20-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분에게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그 분 앞에서 순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자랑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다!

ᘌ၄ΎߧΎ≨ℴΎቔ℘ṐΖΟΨΟΣΛΟΥΗ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 보다 뛰어나심을 주장하였다. 조물주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창조하는 권리를 예비하신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문을 본다. 모든 분자는 그의 창조의
능력을 증거 한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대한 소개로서 이 학생용 공과에서 제안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 관점들의 정확한 본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한 가지 요소는
그노시스주의(보충의 “그노시스주의”를 보라)라고 알려진 종교적 철학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
그노시스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자리에 놓았다. 이러한
관점에 반하여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대표한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요한복음 1:1-18절과 히브리서 1:1-4절에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1:15). 이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 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말씀이었고,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이셨다(요 1:1-3절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든 안하신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대답은, 만약에 창조 질서의
계획자가 없다면,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충성해야 하거나 혹은 책임을 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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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핑계가 된다.
사람을 만드는 시합에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에게
말한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순서를
따른다는 조건 아래에 하나님은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한 줌의
흙을 모았다.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잠깐, 너는 너의 흙을 가져와야 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남은 우리에게로 확장된다.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면서 바울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1:16).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였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 분은 인간과 친구와 같은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 원하셨다.
교회의 아버지 어거스틴은 그 개념을 이와 같이 말했다:“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할 때 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3)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지 않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모양의 진공상태 혹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 하셨음을 안다. 예수님은 아직도 창조하신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ࢴㇰΎ≨ℴΎቔ℘ఌΖΟΨΟΦΗ
여러분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였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라는 찬송가 가사는 정말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골로새서 1:18절에 절정부분이 있다,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새로이 인식되고,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리고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의 전우주적인 뛰어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닌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되심을 주장할 수 있는가?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와 부활에서 첫 번째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1:15,18).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은 시간이 아니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다른
권위들 보다 뛰어난 위치에 계신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가운데 첫 번째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에서도 자신이 으뜸 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성경 속의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한 번 죽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일어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두
3) 어거스틴, 참회록.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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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행동 - 예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 이 예수님이 홀로 이 세상과 교회의
주님이심을 한 번에 그리고 모두에게 증명하셨다.

ↈ⊨Ύ≨ダΎ⍥∍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님 되심을 따라야 한다.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냐! 어느 것인가? 마태복음 6: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나신
창조주이시고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분에게 영광을 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네,
나의 모든 것이 그 분에게 빚진 것이네,
죄는 붉은 색 자국을 남겼지만,
그 분은 눈처럼 하얗게 씻으셨네.4)

┬᚜
1. 우리가 오늘 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떠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2. 1:16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바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3.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교회의 정책, 절차, 그리고 행동들과 어떻게 조화시켜가겠는가?
4.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겠는가?

ωᡘ⤍ϋ
그노시스주의(영지주의)
골로새에서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초기 교회를 괴롭혔던 그노시스주의를
얼핏 보여주고 있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별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4)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셨네”, Elvina M.Hall,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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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워하였다. 그노시스주의의 관점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단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개념들이 섞여 있었다. 그노시스주의는 사악한 세상이 좋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창조를 그노시스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많은 것들에게로
돌렸다. 이렇게 그들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멀리
떨어뜨렸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오해에 도전하였다. 골로새서 1:19절과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므로 신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골로새
현재의 터키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나와 내 가족은 우리 교회 성도 몇 분들과 함께 라이커스 계곡에
서 있었다. 라오디게아는 멀지 않았고,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도 멀지 않았다. 계곡 아래에서 작은
시내가 옆을 흐르는 큰 언덕을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tel이라고 부른다. 그 아래로 로마 시대의
보물인, 1세기의 번영했던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다.

ω༨⍨⊼Ύᔴϋ
누가 정말로 일등인가?
싼 것만을 찾기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복음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문을 본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모양의 진공상태 혹은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정확하게 이 교회는 내것이야!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냐! 어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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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과]

규칙을 잃어버림

학습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종교적 의식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핵심본문
골로새서 2:6-23
배경
골로새서 1:24-2:23

아니라, 그리스도 그 분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시고도 남는다.
탐구 질문
어떠한 장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습적이고 규칙적이게 하는가?
학습 목표
나의 삶 가운데 종교적 의식과 규칙이 있는 장소를 평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있다.

၈℘ݤ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가? 십자가에서의 그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르게 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침례 받고, 세상의 기본 원리에 죽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일어났다.

어느 초로의 임시 목사님이 남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돕기로 자원했다. 그는 학교의 댄스파티에서 보호자로서의 처음 임무를 맡고나서 놀랐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가 할 일이 파티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는 것임을 알았다. 그가
처음으로 지켜보는데, 두 학생이 유리창이 김으로 흐려진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을 때, 창문이 내려오면서 놀랍게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남녀 학생 커플이 차 안에 있었다.
그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차에서 내려 댄스파티에 다시 들어가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면서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는 침례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춤 안 춰요!”라고 말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침례교인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1세기의 골로새에는, 신도들에게 자기 자신들만의 합법적인 종교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그룹이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들도 유대인의 절기들과 음식 규정들을 준수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신도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강압적으로 유대 율법에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것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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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율법주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같았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한 번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전존재 속으로 스며들어온다. 우리가 판단받기 싫어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그들을 위해 수고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였다(골 1:28-29절을 보라). 율법적 의로움으로 측정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러한
성숙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오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충분했거나 혹은 아니었다. 만약
그리스도로서 충분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율법주의가 조금이라도 추가될
수 없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리스도가 한 번에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신 이래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 있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ड़ᔐḈ༨Ύ€ℴΎゼ⊼Ύ⤍ᔰゼṐ⋘Ύߔダ่ΏΖΠΨΤΛΧΗ
거짓 교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주장함으로써 골로새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골로새의
신도들에게 단지 몇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실에 도달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그들은 그리스도를 격하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려고 하였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깎아 내리려고 하였다(2:8-9).
신비의 세계를 이해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므로, 세상의 창조자는
사악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고리
혹은 천사와 같은 사자를 보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바울은 1: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러 하시기를
기뻐하시고“라고 그리스도를 언급하였다. 2: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썼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신학이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잘못된 신학의 경고
신호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ड़ᔐḈ༨Ύ€ℴᲀΎ∔ᔐΎエ⇸ダΎᘌ၄Ύߧ⊨Ύ่ΖΠΨΟΞΛΟΣ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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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 받는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이것이
여행의 끝은 아니다. 6-7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살아가고, 그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역시
충만해진다.
컴퓨터의 맞춤법 검사를 사용해 본 사람은 누구든지, 맞춤법 사전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보기엔 일상적인 단어들을 지적하여 어처구니없이 추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한 목사님이 시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칼럼을 쓰고 있었다. 문서편집기로 모든 단어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멈추어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보여 주었다. 사실이다.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을 넣지 않는 한, 어느 누구의 사전
속에도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학적인 어휘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위선적인 율법주의로
신속하게 타락하고 만다.
10-15절은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충분한 것 이상임을 강조한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의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 한다. 종교적 의식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다(2:12). 더욱이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썼다(2:13).
13-14절은 종교적 의식과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추가하거나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대조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범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종교의식을 준수하고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우주의 그 어떠한 권세도 물리치셨다.

ड़ᔐḈ༨Ύ€ℴᲀΎ⊌៹①⊼Ύṑ⋴ݤΎ≨ℴᲀΎོ࢘ℬ่ΖΠΨΟΤΛΠΡΗ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신도들을 심판하려고 하였다(2:16, 20-23). 골로새의 거짓교사들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를 심판하기 시작하였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진실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들은 여러분은 우리처럼 완벽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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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규정들을 따라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울은 효과적으로 반박했다(1:28-29절
을 보라), 완벽해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과장된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였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옳은 것
을 먹고 마셔야만 했으며(2:16,21) 그리고 종교적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다(2:16; 역대상 23:31; 역
대하 2:4; 31:3; 느헤미야 10:33; 호세아 10:11). 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마가복음 2:27)을 잊어버렸다.
텍사스의 시골에서 처음으로 목회할 때에,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했다.
그의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무엇인가와 투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 집 옆의 목장에 있는 소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길 "어제 하루 종일 소들을 목장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소들이 모두 들어와 있군요. 가서 문을 닫으면, 내일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의 의식에 민감해지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가서 문을 닫아라!하고 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를 말했다.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없애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14-15). 골로새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인간적인 관점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궤변을 강요하는 정교한 체제를 만들었다.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은 이들 율법주의자들의 노력을
흡수하여 신도들에 대한 새로운 속박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악의
권세들에게 승리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적들을 개선행진에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패배를 확인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충분한 것 이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율법주의자들의 규정들을 없애버리셨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규정들은 어찌되었든 그들이 의도한 바를 완성하지 못한다. 만지지 마시오라는
표시판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표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들이 과일을 보고 먹도록 했다.
수년 전에,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의 맨 앞쪽에 오렌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쪽지를 붙여놓았다: “하나만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테이블의 다른 쪽에는 초콜릿 과자가 쌓여 있었다. 어떤 학생이 쪽지를 적었다:“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하나님은 오렌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그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신 이후로 그 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베일러 대학의 마지막 학기의 첫 번째 논문에서의 인쇄 잘못에 관한 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에 당황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에 교수님이 방으로 들어오셨다. 내 동료 앞에서
교수님은 “매우 뛰어난 논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교수님은 똑같은 단어의 수백 개나 되는 오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인자한 친절 속에서, 그는 나에게 바울이 가르친 정신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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ↈ⊨Ύ≨ダΎ⍥∍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많은 잘못의 어둠들로 인해 심판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
안에서 심판 받는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셨다.
다음의 찬양은 그 개념을 잘 담아내고 있다5)
율법으로 부터 자유로워라, 오 행복하여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니, 그곳엔 용서가 있네.
율법의 저주와 타락의 상처,
은혜로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이 구속되었네.

┬᚜
1.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무슨 증거를 보게 되는가?
2. 다른 사람들의 정죄론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였는가? 마태복음
7:1절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3. 여러분은 골로새서 2:9-10절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에 적합한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가?
4.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주의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둘 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5.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보다도 종교적 의식과 규정 -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해야만 하는 것들과
해야 좋을 것들 - 에 의존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ωᡘ⤍ϋ
율법주의
바울은 골로새서 2:8, 20절에서 “유치한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스어로는 stoicheia 이다.
개역성경에는 “초등 학문”이라고 되어 있다.
골로새의 율법주의자들은 초기 신도들을 묶어두기 위하여 율법주의의 이러한 초등교육 수준의 ABC를
사용하였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들의 전통에 의존하도록 고무시키는 헛된
속임수라고 밝혔다.

5)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오 행복하여라,” Philip P. Bliss 작시,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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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로서 우리들은 율법주의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가 장례를 치렀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2:20).
이전에 시골 교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구약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적합한 물고기라는
규정 때문에 메기를 먹지 않았다(레위기 11:9-12절을 보라). 그러나 이 친구는 메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우리는 연어를 잡으러 가서, 나는 메기를 잡았다. 곧바로 그는 이것이 “부정”하니까 그 물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사도행전 10:9-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를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유대인의 음식, 종교의식, 그리고 의례적 율법과
같은 사소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의 분명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다.

ω༨⍨⊼Ύᔴϋ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침례교인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만약 그리스도로서 충분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율법주의가 조금이라도
추가될 수 없다.
예수님을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역시 충만해진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종교의식을 준수하고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우주의 그 어떠한 권세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를 보충하는 것으로 종교적 의식과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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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과]

밝게 살라

학습 주제
핵심본문
골로새서 3:1-4:1
배경
골로새서 3:1-4: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탐구 질문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학습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게 하고, 내가 이러한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한가지의 방법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

၈℘ݤঔ
신도들이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 현재의 모습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한가? 신도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를 구현한다. 그 분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을 발견한다.

놀려고 밖에 나간 일곱 명의 아이들을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지붕 고치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 새로운
타르를 붙이고 있었다. 놀이를 하는 가운데, 제일 어린애가 반쯤 비어있는 타르를 담는 통에 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타르는 그 아이에게 화상을 입힐 만큼 뜨겁지는 않았으나, 아이는
타르를 뒤집어썼다. 그 아이의 형이 타르로 뒤 덮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위 아래로 훑어보고서, “얘야, 너를 씻기는 것 보다 새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쉬울 게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완전히 인식한 바울은 골로새 신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맞게
살라고 도전하였다. 하늘에 있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땅의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바울은 땅의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의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 염려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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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라고 훈계하였다(골 3:2).
신도들이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 현재의 모습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한가? 신도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를 구현한다. 그 분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을 발견한다.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신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신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지냄,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로 가득 찬 세상의 본성을 죽이라고 격려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도들은 진실한 의로움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어야
하였다.

ᚘÅ⊨Ύ℘⃠ΎゼݤΖΡΨΟΛΧΗ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도들은 죄의 옛 옷을 처분하는 것을 말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억시키기를, 참된 신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3:3). 바울은 일찍이
stoicheia - 이 세상의 악마의 힘을 받은 원리들(2:20; 7과에 있는 “율법주의”를 보라) - 에 대하여
죽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율법주의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다. 3:3절에서 그는 되풀이하여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5절에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스러운 행동들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다. 6절에 의하면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다시 한 번 7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전에 죄의 삶을 살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였다(3:8-14).
요한복음 11:44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 분은 무덤의 옷을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나사로의 친구들은 그가 무덤에서 입었던 옷을 벗기고 살아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을 입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 우리는 단지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 받은 그 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요 5:24).
그래서 신도들은 성적인 죄를 죽여야 한다! 5절에서 네 개의 그리스어 표현을 사용하여 바울은 성적인
죄의 근본을 다루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그리스어는
영어의 pornography이다. 바울은 다음으로 “더러움, 정욕” 그리고 “악한 욕망”을 열거했다. 바울이
결혼 관계 속에서의 육적인 욕망 혹은 음탕함을 책망한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오히려 이러한 용어들은
하나님이 의도한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들을 뒤틀어버림으로 일그러진 욕망들을 언급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성적인 존재임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곡하게 될 죄악에 찬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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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신도들은 탐욕을 죽여야 한다. 물질주의 문화 속에서 탐욕을 이러한 죄 가운데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탐욕을 우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위치를 빼앗는 것이다.
전도서 5:10절은 우리에게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준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를 소유해버리는가!
신도들은 또한 분노의 죄를 죽여야 한다(골 3:8). 8절의 다섯 가지 부정적인 행동들 가운데, 처음의 세
개는 분노를 강조하여 언급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말하는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한 어린 소녀가 친구에게 욕실의 체중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매일 사용한다. 내가 아는 거라곤, 네가 이 위에 서면,
이게 너를 정말로 화나게 만든다는 거야!”하고 그 어린 소녀는 말했다. 분노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깊은 숲 속의 외딴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은 침묵의 엄숙한 맹세를 지켜나갔다. 그들의 맹세는 일 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 한 명의 수도승만 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수도승은 오직 한 문장의 말을 할
수 있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토마스 형제가 말할 차례가 되어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쇠고기와 함께
먹는 맛있는 으깬 감자를 좋아 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제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365일이 흘러갔다.
다음 크리스마스에 미카엘 형제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는 “으깬 감자는 모양이 보기 싫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로 싫어!”하고 말했다. 한 번 더 침묵의 365일이 흘러갔다. 다음 크리스마스에 폴 형제가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계속되는 말장난에 넌더리가 나!”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빈정거림을 즉석에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신도들은 정직하지 못한 죄를 죽여야 한다. 최근의 사업상의 비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죄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금지사항들은 참된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부정적인 규정들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금지 사항들을 그만 두지도 않았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죄악에 찬 태도와 행위들을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ᚘÅ⊨Ύ⋩℘⃠ΎゼݤΖΡΨΟΞΛΟΥΗ
골로새서 1:15절에서 바울은 신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3:10절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지만(고린도후서 3:18),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것이다(요한일서 3:2). 신도의 새로운 자아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도 새로워진다.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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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시는 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그 분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창조주와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서로 다른 특징과 차이에는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라(골
3:11).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종, 교육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증오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구별을 초월한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정치적인 것 혹은 돈을 벌기위한 계획으로 종교를 포장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을 빼앗아버린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3:12). 그리스도는 친절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못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 내 친구인 베이든 도지엘이 죽었다. 베이든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나는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베이든이 베이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3:13).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길 거절한다면, 나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다신 한 번 더 잘못을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샌 안토니오의 삼위일체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목사를 한 버크너 패닝은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후에 일본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폭탄이 떨어져서 생긴 참화를 보았다. 예배드릴 장소를
찼다가, 자그마한 일본 교회를 발견했는데, 작은 방에는 성찬 기구와 함께 의자와 책상이 앞쪽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국 해군으로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의아해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거리감이 있고 차가와 보였다. 그러나 성찬식 할 시간이 다가오자, 한 일본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빵과 잔을 가져왔고, 십자가 아래에서 교제가 생겨났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인간 서로간의
교제를 회복하였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다(3:14).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이다. 최근에 내가 병원을
방문하고 떠날 때, 차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받은 사랑 - 을 생각해 보았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사랑이 모든 덕목들을
“온전하게 묶는 띠”라는 것이다(3:14).
신도들은 주님의 기쁨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옷 입혀야 한다. 3:15-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그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음악은 사람들을
함께 하게 해준다.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음악 문제로 갈라진다. 이 구절에서 감사와 하나 됨이 바울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노래하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51

표현해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희생한다.

ݤ⍹ࡠΎ┥⌉ℴᲀΎΎ℘ᄟ߰ΎᰘΎߧ⋜ݤΖΡΨΟΦΛΨΟΗ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가정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논하였다. 물론 바울은 사회에서 여자를 아무런 권리도 없는 소유물로 간주하고 주인들이 종들에 대하여
독재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옛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배울 때, 그러한
문화적 여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날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특별한 가르침은, 특별히 17절은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멀어져 상식적이지 않게 한다. 주님께 하듯이 하지 않는다면,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할까? 주님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혹은 양육하는가? 가족
상호간의 관계에서 각 사람은 가정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인 부분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운데 그 분에게 하는 응답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들을 침묵하며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신다.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신의 힘을 남편에게 복종하고, 한편 남편은 동일한 주님에게 복종하며
산다. 남편은 아내를 깎아내리거나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순종한다면, 아무런 힘의 다툼도 없다. 왜 그럴까? 남편과 아내 둘 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알고 있다.
에베소서 5:2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으로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때, 상대방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돌보아주게 된다. 내 아내 멜라니는 자신의 약점인 조용함을
지적하도록 결코 허락한 적이 없다. 실제로는 그녀의 조용한 힘과 위엄이 비록 내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나에게 잔소리하거나 혹은 비난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남편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에베소서 5: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라고 도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그렇게 했다.
비행기 여행객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승무원의 안내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행 중이시라면, 기내 압력이 떨어졌을 경우, 먼저 산소마스크를 본인의 얼굴에
착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가정생활에서 때때로 부모들은 결혼
관계는 질식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얼굴에 산소마스크를 착용한다. 강한 가정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산소의 공급이 강력하게 흐르도록 유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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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호관계 속에서 부모들은 격려하고 자녀들은 순종한다. 다시 한 번 더 균형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관계를 세우셨다. 그래서 부모는 용기를 꺾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 상호관계 속에서, 종들은 주인이 공급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 당시
로마 가정 안에서의 관계였다. 고용주과 고용인의 관계가 오늘날에 가장 적합한 관계이다. 3:22-4:1절의
자세한 내용은 3:17절에서 유도될 수 있다:“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을 해야 한다.
고용인들은 순종해야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순종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옳고 정당한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나 혹은 책임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인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한다.

┬᚜
1.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2.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다른 문화, 다른 인종 혹은 다른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3.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는 종종 분열되는 인간의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손을 펼쳐야 하는가?
4.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와 능력 안에 당신의 삶을 몰두시킬 때, 여러분이 뒤에 남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오랜 태도나 행동들은 무엇인가?
5. 여러분이 취해야 할 새로운 실천들을 무엇인가?
6. 여러분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ωᡘ⤍ϋ
새로운 시작
2002년 7월 어느 주중에 텍사스의 탈로우드 침례교회는 학생들을 다섯 개의 목적지로 선교여행을 보냈다.
브라질의 레시페로 간 그룹은 쓰레기장에 있는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사실
어린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 그 쓰레기더미에서. 그들은 입을 옷과 먹을 음식도
있었다 - 쓰레기더미에서. 때때로 쓰레기를 내어버리는 트럭 운전사들이 어린이들을 학대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집들을 지음으로 문제를 고쳐나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쓰레기장에서 살던 사람들은 집을 팔아버리고 다시 쓰레기장으로 돌아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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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사님은 “사람들을 쓰레기에서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쓰레기를 떼어놓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쓰레기를 치울 수 있을까? 그들을 그리스도로 채워라. 정부는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은 그곳에서 삶을 변화시킨다. 그 지역의 중앙에
있는 교회는 Agua Vida 라고 불렸는데, “생명의 물” 교회이다. 그 교회의 활기찬 경배 가운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변화하기를 거부하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었다.

ω༨⍨⊼Ύᔴϋ
...바울은 골로새 신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맞게 살라고 도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위치를 빼앗는
것이다.
바울은 금지 사항들을 그만 두지도 않았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길 거절한다면, 나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다신 한 번 더 잘못을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찬식 할 시간이 다가오자, 한 일본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빵과 잔을 가져왔고, 십자가 아래에서
교제가 생겨났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희생한다.
우리의 위치나 혹은 책임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인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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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 전.후서 소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과

그와 그의 선교 지도자 팀은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가 있는 같은 지역이며 AD 1세기의 중간 시기였다
(사도행전 17:1-9절을 보라).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곳에서 짧은 시간을

ΧΎࡠ
⊤ㆀݤΎ⤍ᔰダΎࢴㇰ

보낸 후에, 이 지도자 팀은 이 도시를 떠나 계속해서 베뢰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선교 여행을 하였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관심과 열망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ᰘ⍨ΎΟΨΟΛΟΞΚΎ
ΠΨΟΡΛΟ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AD 50년경에 쓴 가장 오래된 편지이다.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60년대 중반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ΟΞΎࡠ

아마도 AD 48년 초에 기록된 야고보서가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일지도
모르지만,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초기에 기록된 신약성경일 가능성도 있다.

႔ᓘΎ⋴ᓠ
ΎΎࠍᎈゼΎ┤༨ᎉ
ᰘ⍨ΎΠΨΟΛΟΠΚΎ
ΣΨΟΠΛΟΡΎ

이 교재의 제 9 과가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첫 과목에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해보려고 한다(살전 1:1-10; 2:13-20; 3:1-13; 살후 1:1-4).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과목에서는 바울이 권장하고 선교 팀이 보여주었던

ΟΟΎࡠ

지도력의 특성을 보게 된다(살전 2:1-12; 5:12-13). 이 과목은 우리 자신이

ゼ⊨Ύঔᮼ߰Ύゼ 가치를 두는 지도력의 종류를 고려해보도록 할 것이다.
ᰚℴΎダΎࢴ㈬
ᰘ⍨ΎΨΟΛΟΠΩΎ
ΣΨΟΛΠΟ

세 번째 과목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살전 4:1-12; 5:14-21).
이 과목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도록 도전할
것이다.

ΟΠΎࡠ
ᰐድゼΎ⋴၈ࡠΎ∔ᔐ 네 번째 과목은 두 편지에서 나타난 한 가지 주제 -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Ṅ၈ℴΎダΎᳰᕁ
ᰘ⍨ΎΨΟΡΛΣΨΟΟ

그리스도의 재림(살전 4:13-5:11; 살후1:5-2:12) - 를 다룬다. 이 주제가 각
편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주제를
배우게 될 것이다. 특별히 4:13-18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의 근거가 되어왔다.

ΟΡࡠ
⋠ⲔℴᲀΎⰤΎ
ᝣ⊰
ᰘ㈨ΎΡΨΤΛΟΡ

마지막 과목은 두 편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살후 3:6-13).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 이 과목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종종 무시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는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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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학습 주제
핵심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복음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10; 2:13-14
탐구 질문
배경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1-10; 2:13-14

학습 목표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을 발견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평가하는 데 있다.

၈℘ݤঔ
인간의 삶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신실하게 구현함으로써, 신실한 교회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증거 한다.

수년 전에 내 아내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갖고 왔다. 지난 세월 동안의 사진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녀는 우리가 거의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섬겼던 모든 교회 건물들의 사진을 찾아냈다.
화가인 친구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보았다. 우리가 사역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액자에 넣었다.
여러분은 이 사진들이 내 서재의 벽에 걸려 있는 다른 그림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진들은 일곱 번에 걸친 사역의 경험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교회 경험은 건물 이상의 것이었다. 교회 생활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우리
가족의 오랜 시간에 걸친 교회 경험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헌신, 성숙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었고, 우리의 사역을 다듬었다. 이 일곱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자로서 섬기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노력에 대한 중요한 표시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정신을 구현하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의 중심성은 과장될 수 없다. 예수님은 격리된
신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과 복음을 계속하도록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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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셨다. 그 분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할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가
신도들의 모임이 될 뿌리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을 시작했을 때까지 불완전한 것으로 보았다.
눈에 띄면서도 역동적인 신도들의 유기체적 몸의 중심성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유익한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증거 하는 데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길을 구현했던 교회의 방법들과, 그리고 21세기의 교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될 것이다.

໔ᰘᏀฬݤΎΛΎ༨Ṁ↤Ύड़Ύ᚜ㆸ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수도이기도 하였다.
Thermaic 만의 수온이 따스한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데살로니가는 Via Egnatia라고 하는, 로마에서
로마제국의 동부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함으로 인해 풍부한 역사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던 도시였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무역은 그 길을 통과하였고, 배들은 그 항구로 들어왔다. 이 도시는
그 규모와 부유함, 로마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인구들로 잘 알려져 있었다.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이 되었다.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교를 제공하였다. 사도행전 17:1-13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규모가 커서 바울이 가서 가르치게 될 활동적인
회당을 지원하기에 충분했다. 그곳에는 또한 강력한 그리스 제사의식들과 다양한 철학들이 존재하였다.
고고학자들은 그 도시에 매우 많은 다른 종류의 제사의식들과 종교적 그룹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로마
황제에 대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었다. 황제가 신성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주조된 동전이 발견되었다.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사상들이 데살로니가에 흘러
들어오고 지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순회전도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기독교 신앙은 바울과 실라의 증거로 이 도시에 들어왔다. 사도행전 17:1-9절은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를 잠깐 방문했던
이야기를 읽게 된다. 적대적 무신론자들에 의해 빌립보를 강제로 쫓겨나면서, 결의가 대단했던 선교사들은
이 항구도시로 향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습관처럼 바울은 유대교 회당으로 갔는데, 그곳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도행전은 거의 즉시 몇몇 유대인, “경건한 그리스 사람”(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않은 그리스 사람), 그리고 상당한 수의 여자들이 신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행 17:4). 사람들의 응답과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교회의 설립은 1세기의 전도와 교회 성장의
훌륭한 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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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자들이 이 작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여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 작은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좀처럼 어려웠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복음의 영향이 끼치는 것에 화가
난 몇몇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려고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한” 바울과 신도들을 고소하였다(행 17:6). 그 소란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복음을 들고 간 그 도시에서 다시 한 번 쫓겨나야 했다. 밤중에 몇몇 신도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도시 밖으로 호위하여 베뢰아로 가는 길로 그들을 보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틀림없이 대단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을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서 과연 그들이 자신들만의 것으로 견디어낼 수 있을까? 그들의 능력은 뒤에
따라올지도 모를 반대와 박해에 잘 견디어낼까?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것과 관련한 그들의 의문은
어떠한가?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가 신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돌아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하라고 하였다(살전 3:2-10절을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돌아왔을 때,
바울이 틀림없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디모데가 갖고 돌아온 소식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편지의 어조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들에 대한 많은
요점을 수집할 수 있다. 많은 관점에서 매우 비슷한 이 편지들은 그의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고 있다.

ᲄࢴᰐ⊼Ύݴᰐ⊼Ύঔ༨ΖΟΨΟΛΣΗ
바울은 편지를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그들의 문화와 경험 많은
지도자의 이점도 없이 곧바로 갈등 속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겉으로 드러난
특성의 명백한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2:13절과 3:9절에서 반복되었다.
훌륭한 설교가의 한 어린 아들이 어느 일요일 점심 때 “아빠, 설교하실 때, 왜 늘 그렇게 화가
나있어요?”하고 물었다. 당황한 목사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 교회의
승리한 것들을 칭찬하기 보다는, 잘못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여 비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사도 바울의 접근과는 얼마나 다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하였다. 3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헌신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 세 가지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이다(살전 1:3).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도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세 가지 개념과 마주하게 된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기독교 신앙이 흐르는 세 가지 본성이다.(이 세 가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로마서
5:1-5; 고린도전서 13:13; 갈라디아서 5:5-6절; 골로새서 1:4-5절을 보라.) 의심할 바 없이 이 세 가지
개념은 가장 초기에 바울이 잠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곳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형성하였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확신이다. 사랑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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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행동이다.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사도 바울이 현실을 심사숙고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너무나 명백해서 감사함으로 옮겨졌다.
바울은 이 구절들과 나중에 언급하게 될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다른 표현들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보았다.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백한 존재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옮겨 졌다(살전 1:5).
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용어로 신도들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 말을 교회의 남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표준새번역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표현이다. 사도행전 17:4절은 많은 좋은 “훌륭한 여자들”이 초기에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준다.

ࢴㇰΎ⊼⋴⟽ހΎବΖΟΨΤΛΟΞΗ
교회 개척자의 소망은 교회 성도들이 동정, 전도,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개척자는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교회의 얼마 안 되는 핵심 인물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자신들의 것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날을 꿈꾼다.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 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노력에 따라오는 소망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과할 때, 종종 소망과 근심, 축제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도의 무리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틀림없이 그런 종류의 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똑같은 염려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오직 시간만이 결과를 말해줄 것이고,
이제 때가 왔다. 디모데의 소식은 흥분과 단지 꿈이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기억하게 해준다. 이 편지는 또한
우리들에게 신실함과 용기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틀림없이 날마다 마주하였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는: (1) 몇몇 유대인들의 심한 비난과 육체적
위협; (2) 이방 문화라는 그들의 배경 속에서 증가되는 유혹들; (3)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의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행동에 대한 부족한 경험과 한정된 본보기; (4)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오해들; (5) 그리스도의 예정된 재림에 대한 혼란들이다. 바울과 실라는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새로운
신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 틀림없다(2:10-12).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였는가?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이러한 것들과 다른 절박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렇게 굳게 결심한 신도들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절실한 본보기가 되었다. 정말로 그들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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ࡄఀΎΎ⏩၈ΖΠΨΟΡΛΟΗ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던 다른 교회들과 하나가 되었다(2:14).
데살로니가 교회는 젊은 모임이고 흩어진 교회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동료 교회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심사숙고하거나 이방 종교와 철학의 가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에
의존한 그들의 신실함에 공을 돌리면서 이러한 경험 안에서 그들을 확신시켜 주었다(2:13).
신실함은 흔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대와 도전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최근 몇 달 도안 희생을 치른 고통으로 뒤로
물러났다. 우리는 선교사의 죽음, 불타버린 교회 건물, 그리고 흩어지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렸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조차도 우리는 오해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혹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고통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반면에 역경을 다루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준다. 나는 젊은 사역자로서 교회의 신실한
성도님이 심각한 수술을 받기 바로 전날 밤에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격려하려고 하였지만,
몹시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목사님, 이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괜찮아요. 내일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나를 섬겼다. 과거이든 현재이든지 시험에 직면하여서 확신이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준다.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의 위협이
끝나면, 마치 그들의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것처럼, 다른 것이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의 이제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명은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느낀다,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시험과
반대를 얼마나 더 오래 겪어야하는가? 바울은 그들의 고통이 끝나게 될 시간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어떤 방법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2:16절을 보라). 때가
되면, 최후의 승리가 올 것이다.

┬᚜
1. 새로운 신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2. 여러분의 제안에는 교회에 참석하라는 것이 포함되는가?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신도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돕게 될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가?
3. 여러분 교회의 특징 가운데 새로운 신도가 성숙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4.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신도에게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되리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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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ᡘ⤍ϋ
본받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2:14절의 “본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흥미 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모방은 가치 있는
것을 복사하는 보잘 것 없는 시도에 적용된다. 자동차 앞부분의 가짜 나무, 혹은 식품점의 가짜
해산물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등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에베소서 5: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높은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고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웅변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배웠던 방법은 먼저 있었던 가장 위대한 웅변가를 모방하고 배우는 것이었다. 그 개념은
그로부터 배우고 가장 좋은 것을 열심히 흉내 내는 것이었다.

기회의 사역
신학교에 있을 때, 나와 아내는 신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골 교회를 섬기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이

작은 교회는 드문드문하게 집들이 있는 농촌 마을이었다. 몇몇은 이런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는 작고 제한된 시설, 그리고 재정도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르게 보았다. 많은 세월 동안 이 교회는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경험과 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선교의 일부분을 감당하였다. 어떠한 격려와 감사가 이 작은 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ω༨⍨⊼Ύᔴϋ
교회 생활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길을 구현했던 교회의 방법들과, 그리고 21세기의
교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틀림없이 대단하였을 것이다.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 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노력에 따라오는 소망과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신실함은 흔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대와 도전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인다.
... 역경을 다루는 사람들의 방식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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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과]

핵심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1-12; 5:12-13
배경
데살로니가전서
2:1-12; 5:12-13

따르는 자를 격려하는 지도력

학습 주제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따르는 자들은 고무된다.
탐구 질문
따르는 자를 격려하는 지도력의 자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학습 목표
교회 지도자들의 질적인 수준을 정의한다.

၈℘ݤঔ
교회 지도자의 자질이란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의 함양,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그리고 영성적인 자질을 말한다.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곧 교회를 대표한다. 이들이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장기적인 교육은 어떻게 짜여있는가? 지도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신자들에게 비치고 있으며, 말투, 행동, 성격, 태도 등 개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불행이도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견해들이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의심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교회들의 일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스타일의 지도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독재적 지도력은 결국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심각한 경우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ᰐ⅑ℴΎダΎΎᰐ⅑⍥Ύ⍵ॠ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팀의 모델은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관계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팀 개념에서 비롯된 칭호였다. 이 외에도
베드로와 마가, 바울과 누가의 팀 사역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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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팀사역이 필요한가?
⑴ 개인적인 유익
팀 사역은 자신이 실제의 자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한다. 팀 사역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그의 사기를 올려준다.
⑵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공동체 내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러한 팀 사역을 강조하면 구성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이 고취될
것이다.
⑶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팀목회는 장애의 요소도 많고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효과적이고 고무적이다. 팀 사역을 통해서 단체
사이에 상호수용이 증대되어 협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⑷ 은사를 나누고 공유
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협동함으로 서로의 능력을 나눈다. 그래서 도널리(D.
Donnelly)박사는 목회에서의 팀을 분배 모델(sharing model)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를 요구한다. 현대 사회가 사람보다 사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도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공동체성이 약해져 가지만, 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은사를 공유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ࢴㇰΎ┤༨⋴⊼Ύ⍹ṄΖΠΨΟΛΤϏΗ
이 짧은 구절은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선교팀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준다.
첫째로 데살로니가로 오는데 있어서 바울과 그의 사역팀의 용기와 결정력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와
그 직전의 빌립보 선교에 대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2절)라고 회고한다.
바울과 그의 사역팀은 어떠한 고난과 모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복음의 투사이었다. 그 어느 것도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주께 대한 충성과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둘째로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특히
살전 2:3절을 보라). 온갖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기와 방법에 대한 비난과 모함을 의식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복음 선교 자세에 대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궤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3절)고 한다.
셋째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람들의 인기나 칭송을 얻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바울은 자기 일행이 존엄한 위치에 있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연히 영예로운
대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6절 하반)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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ࢴㇰΎ┤༨⋴၈⊼Ύ⋴┬ΖΠΨΤϐΛΟΠΗ
이 구절들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팀들의 언행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몇 가지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7절 하반) 는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모세의
유모가 되어 그를 기른 것을 연상하게 한다(출 2:1-10).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자 됨이니라(8절) 고 설명한다.
신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는 사모하여는 현재 분사형으로 복음을 전하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모와 같은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어린 교회에 대한 바울 일행의 사모의 정이 얼마나 강렬했던가는, 그의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8절 중반)이라는 말을 보아 알 수 있다. 우리 목숨까지는 "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로 매우 강조적인 표현이다. 여기서는 자연적이며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어린 교회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하였다. 그 이유를 가리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9절)고 회상한다.
이는 바울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외적인 많은 고난들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비록 바울과 그
일행은 계획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나야 했지만 그공세 남은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돕는 것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ℴΎダΎᶀ⏩ΖΣΨΟΠΛΟΡΗ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을 후원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친다. 권위는 지위나
자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도자의 기능을 가진 교역자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13절)고 권한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역사'를 생각하여, 두려움이나 불신이 아닌 '사랑' 안에서 최대한 존경해야만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교역자가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실수와 잘못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들어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으며, 생각있는 백성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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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들의 모든 역사는 부모나 스승의 그것보다 더욱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틀에 맞추어 교역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개성 및 재능 등을 최대한 살려
일하도록 교역자로 부르신다. 따라서 평시노들은 자기들의 교역자나 그의 목회 방식에 대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13:17)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또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교회
생활에는 여러가지 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여 화목을 유지해 나가느냐 함이다. 교역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주안에서 화목할 때(롬12:1814:19)참된 성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공부에 의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을 지도하며 훈계하는 교역자들을 알아주라"고 요청한다. 또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역자들이 완전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역자들의 역사로 인해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최대한
존중하라고 한다.

질문
1. 데살로니가전서 1:1절에 나타난 팀사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 안에서 팀 리더쉽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2. 복음에 있어서 잠잠하고 당신의 믿음을 타협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3. 수 년동안 그리스도인로써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들이 효과적인
지도자들이 되는데 있어서 어떤 자질들이 있었는가? 당신 교회에는 이런 자질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가? 당신 안에서는?
4.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와 후원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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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ᡘ⤍ϋ
용감한 지도력
버지니아주 어바나의 한 작은 마을에 미국 침례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순간들 중의 하나로
기억되는 사건이 있었다. 개척 시대에 버지니아에 살던 존 월러(John Waller)는 개척 침례교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인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월러와 그의 동료
설교자들은 설교를 그만 하던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월러는 어떤 침례교 목사도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운 버지니아의 겨울, 그들은 양심의 자유 위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생활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바나 침례교회의 기초가 월러가 투옥되었던 감옥의 벽돌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의
용기는 기성교회의 반대를 능가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침례교인들은 초기 침례교
지도자들의 고난을 기억함으로써 고무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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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과]

핵심본문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한 교훈

학습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4:1-12; 5:14-21
탐구 질문
배경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1-12; 5:14-21

학습 목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의 잣대로 나 자신을 측정해본다.

၈℘ݤ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구원이 행위에서 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죄 짓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다.
여러분은 아마도 로마서 6:1-2절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이상의 것이다. 올바르고 통제된 삶은 순종하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모델과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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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Ύࢴ㈬⊨ΎᰥঔṀⰘΖΨΟΛΠΗ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의 사역팀이 그곳에 있는 동안 가르친 교훈을 잘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다.
당시의 이교도의 특색은 도덕적 타락,특히 성적 타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로마나 헬라 그리고
유대 세계가 다 같았다. 당시의 이방인 교인 중에도 여전히 옛 생활을 반복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독교 초기에 “the Way(도)"(행 9:1-2)로써 알려졌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교훈이나 사색이 아니다. 바울은 지식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 및 삶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지식은 참된 삶을 위한 지식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ߔᑍ⊼Ύ∴ᔐΖΨΡϏΗ
데살로니가 서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이 서신은 단지 종교적인 규율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었다. 이 거룩에 대한 언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목표였다.
불행이도 오늘날 거룩에 대한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를 띄고 있다. 거룩이나 혹은 거룩에 관련된 개념을
단지 어떤 다양한 행동들을 삼가는 것정도로 생각한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단어이다.

࣐⠘⍥⋜Ύ⍥∍ΖΨΡϐΛΦΗ
바울은 초반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3절)라고 한다.
성경 원어적으로도'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가 초두에 있어 매우 강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거룩함과 관련하여, 당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었다(행15:20,갈5:19,엡5:3,골3:5).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음란은 비도덕적이며 비합법적인 성 행위,즉 결혼 이외의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뜻하는 것이다. 이
음행의 죄는 아담 이래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음행은 비유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한다(호5:4,사57:9,겔16:15,계2:219:2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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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계는 성적인 부도덕을 전혀 죄악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간주되었다. 고린도와 같은 곳에는 신전에 몇 백명씩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위
거룩한 매춘부였으며 그들의 수입은 신전의 유지비로 사용되었다.
헬라인들에 의하면, 아덴에 공창 제도를 제일 처음으로 도입하고 창녀굴을 짓게 한 사람을 솔론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의 소득으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하여 새 신전을 짓게 하였다. 매춘
행위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신전을 짓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의 견해가,
바로 음행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순결이란
기독교가 이 세계에 끌어들인 하나의 새로운 미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8절은 또다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 말씀들은 단지 목회적
조언이 아닌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동반된 단어들이자 개념들이었다.

ࠡߘダΎᰚ⊼Ύঔ⡬ᏀỌΎᰐድ⊼Ύ∴ᔐΖΨΧΛΟΞΗ
여기서 “형제 사랑”은 새개정 표준번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번역해놓은 것처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가리킨다. 바울은 여기서 신도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전에 자기가 가르쳤었고 또한 본서의 앞 부분(1:3,3:12)에서도
언급했던 바를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하고 있다. 사랑의 대상인 형제는 혈연, 국가 또는 동맹에 의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벧전2:17)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필리아)은 신약에 흔한 아가페가 신적이며 이성적인 사랑인데 비해, 인간적이며 감정적인 따스한
사랑이다. 즉 인륜적 사랑이다(이상근).

⊄⫰ダΎᰚΖΨΟΟΛΟΠΗ
첫째로‘종용하여’는 고요한 것, 평온, 침묵 등을 뜻한다. 이러한 훈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가
침착하지 못하고 몹시 들떠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둘째로 '자기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훈계는 그들의 들떠 있는 마음의 외적 표현인 남의 일에 대한 참견
또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풍조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할 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느라고 자기 일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세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이다. 신앙의 핑계로 일상 생활이 비정상으로 되어 사회로부터 빈축을
사서는 안된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단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면에서부터 교회에 끌리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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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ݤΎ⋬Ύᰚ⊼Ύ⇸⃡ΖΣΨΟΛΠΟΗ
규모 없는 자들은 원래 군사 용어이었으며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나타난다. 이 말은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뜻한다.또한 의무에 있어서 태만한 자들을 뜻하기도 한다(살후3:6).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이교도에서 전향한지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회심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중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한
과오는 계속 저질러지게 마련이다.
오래 참으라는 근원적 의미는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매우 참을성이 강하여 불쾌하거나
심술궂거나 잔인한 대우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고, 가르칠 수도 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미련한 것에 대해 성내지 않고, 미움에 대해 사랑이 결코 변질되지 않는 특질을 가진
마음과 생각이다.
이어서 바울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15절)고 한다. 보복이란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쉽게
덕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복음의 정신을 거스려 행하는 마지막 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보복이란 실질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다.
그러한 보복에 대해 율법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 21:23-25), 또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렘24:20)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본래 백성들이 공동체에 대해
행해진 사회적 악행들을 응징할 때 받은 악행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십계명의 목적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제한된 율법으로서 주어졌던 비가 인간적인 전승들을 거쳐 허용된 규정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공손한 태도, 존경,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어떤 특정한 죄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사는 삶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한 삶은 매일 반복되어야 하며,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
1. 바울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는 구원이 종교적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이다(엡
2:8-9). 만일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2. 근대문화의 어떤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반응, 혹은 차별된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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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하는데 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4.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당신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ωᡘ⤍ϋΎ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을 선택하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의 본보기와 성령님의
창조적인 능력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질문들을 고려하도록 하라:
* 이 결정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반영하는 것인가?
*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해칠 것인가?
* 이 행동은 비이기적인 동기로 행해지는 것인가?
*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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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과]

핵심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13 - 5:11
배경
데살로니가전서
4:13 - 5:11,
데살로니가후서
1:5-2:12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자신들에 대한 소망

학습 주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탐구 질문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학습 목표
죽음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

၈℘ݤ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음을
접한 신도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제공한다.

루큐 군도내의 일본 영토였던 아마쥬사 섬에는 거대한 맘모스 무덤이 있는데 E.R. Bull 선교사가
발견하였다.
그 선교사님에 의하면 둥근 돌 위에 "여기 11,111명의 크리스찬들의 머리들이 누워 있다"고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즉 1673년에 일본인들은 그곳 크리스찬들을 몰살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인 후 그대로 묻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므로 머리와 몸뚱이를 따로 떼서 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 무디(1837-1899)는 젊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설교대로 하기 위해 복음서를 다 뒤져보았다.
그러나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설교가 없었으며 오히려 죽었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기사를 보았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다.
무디는 성경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크게 외쳤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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ḐへΚΎ②⊰ℴΎダΎ⍹ᰥ⍥⋜Ύ⊵
신자들에게도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상실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죽음과는 다르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서로 완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ㅏ.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ḐへࡠΎᳰᕁΖΨΟΡΛΟΦΗ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자는 자(죽은 자)들에 관한 잘못된 지식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어야만 확실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은
성도에 대해 불신자나 다름없이 슬퍼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해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 이유를 가리켜, 바울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13절 하반)라고 설명한다.
소망없는 다른 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엡2:12). 그들의 모든 소망이나 역사적 대망은 결국
거대한 죽음의 절망 속에 삼켜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일 수가 없다(롬8:24). 또한 그들의 영혼
불멸에 대한 소망도 실재가 아닌 공허한 사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참된 의미에서 소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내세의 소망도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최후, 최대의
절망적인 슬픔인 것이다.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것이지, 죽은 자에 대한
추모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갖 성경 문서 중 맨 처음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가장 흥미있는
점이다. 바울이 이 기록을 쓴 것은 부활 사실이 있은 후 20년 못된 때였다. 그러므로 이 성경 귀절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중심되는 교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동시에 거기 따르는 신자의 부활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어드만).
바울은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 하반)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었으므로 크나 큰
슬픔에 잠기는 사람이 있었다(13절). 그래서 바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서로 권면 겸
위로해 주라(18절)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 결과에 의하면, 바울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관해 가르침으로써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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ℜ⎀⋜┤ΎᔴヘΎ๐ዠέΖΣΨΟΛΡΗ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궁금증은 기독교 초기때부터 계속 있어왔다. 앞(4:13-18)에서 재림 때에
있을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다룬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 재림의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1절)이라고 한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벤겔)이나,
재림의 때와 시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저자(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2절)고 설명한다.
주의 재림은 불신자들이 현실 생활에 대해 평안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재림 같은
궁극적 사건 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사 제반에 있어 안일에 도취될 때 패망이 다가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읽어준 노래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매
발로 찼도다.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신32:15-16).

ड़Ⴐর┤ΖΣΨΛΟΟΗ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질문을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재림의 시기가 미스테리인만큼, 준비가 핵심적인 단어이다.
바울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6절)라고 설명한다. 이 귀절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윤리적 행동을 위한 굳건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란
은유로서, 불신자들처럼 도덕적 및 영적 무각성, 무감각,그리고 부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불신자들과 대조하여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8절)라고 권면한다.
흉배와 투구는 고대 군인의 군장의 일부이었다(사59:17). 흉배는 고대 군인들의 걸친 것으로 굳은 가족,
쇠 또는 구리 등으로 만들어졌으며,큰 것은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내려가, 가슴과 등을 보호함으로써
생명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투구는 고대 군인들의 검이나 전투용 곤봉이나 전투용 도끼 등에 의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부분인 머리를 방어하기 위해 쓴 것으로, 단단한 가죽이나 청동 또는 놋쇠로
만들어졌고 그 꼭대기에 깃털로 장식하였다. 바르트에 의하면 [투구 안에는 모전이나 해면을 대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였다. 작은 도끼나 쇠망치는 견고한 투구를 깨뜨릴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
경첩으로 투구의 앞 부분에 면갑을 달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즉 도덕적 및 영적 무각성, 무감각 상태가 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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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술에 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켜, 마지막 심판 때에 그의 진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그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영적 진보를 도모해 주어야 한다.

┬᚜
1. 어떤 고통스러운 상실 앞에서도 자신들의, 혹은 다른 사람의 슬픔의 표현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2. 죽음의 의미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당신은 특별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당신
그룹이나 혹은 반원들과 그러한 통찰력들을 같이 나누어 보라.
3. 데살로니가전서 5:5절에서 신도들은 “빛의 자녀들,” 그리고 “낮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본보기는 슬픔과 위협에 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격려하는가?

ωᡘ⤍ϋ
소망에 대한 상황 학습
한 젊은 여인이 한 학생회 모임에서 그녀의 젊은 남편이 그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막 시작하기 직전
죽은 슬픈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 그 슬픔과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연관시켰다. 그리고나서 그녀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합니까, 주님? 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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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과]

핵심본문
데살로니가후서

일터에서 나타나는 믿음

학습 주제
매일 일터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천하는 길이다.

3:6-13
탐구 질문
배경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일터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3:6-13

학습 목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၈℘ݤঔ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일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곳이다. 그 곳은 모든 것의 주님되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 사람은 자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위의
동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이런 평판을 얻고 있는 까닭은 일이 아무리 밀려 있어도
6시 퇴근시간만 되면 정확히 퇴근해 버리는데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정시에 퇴근을 해서 저녁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했다.
그는 직장에서의 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가급적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가 신앙인이었기에 더욱 그를
미워했다. 가능성이 많은 이 직원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주목한 회사의 간부 한 사람이 이
직원과 면담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였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였다. 그 상사는 직업과 하나님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직업관을 고쳐주었다. 이제 그는 직업 속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태도를 완전히 고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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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ᘌΎKΎᰚΖΡΨΤΗ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명한 복음을 충실히 지켰으나(1:3,4,3:4),소수는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였다. 이러한 자들과의 변론이란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요긴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자극을
주는 일이다. 물론 우리의 떠남이란 그들과의 교제를 끊을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명하노니(Command)"라는 단어이다. 이와 같은 명령적 어조가 10절과 12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18:17)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5)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시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요이 10)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전 5:9)등을 들 수 있다.

ᲄࢴ⊼Ύᘌ៸ΖΡΨΥΛΧΗ
바울은 규모없이 행하고 자신이 전한 유전대로 행치않는 모든 교인들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할 것을 너희에게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7절)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8절)라고 설명한다.
양들을 양육하도록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양들의 물질적인 대접을 받을 권세를
위임하셨다(살전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특히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손수
일을 하여 자급자족한 사도 바울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물론 이 말은 목회자의 부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란 그의 성격상 목회자가 전력을 쏟아도
부족하기만 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목회에 전력을 쏟아야 할 목회자가 부업, 즉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가 목회자와 양들 모두에게 불행스런 일인 것이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광신적인 신앙생활과
분주하게 쏘다니며 말썽만 부리는 규모 없는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여 생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직장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직장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모든 직장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상사를 주님처럼
섬겨야 하며, 그 평가와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기대해야 한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78

⋠ℴΎࡤᎌྀΎᗫΎ┤ݤΎ⸝ᠨダΎ⋘ᷬ၈
노동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하나님의 저주(3:17-19)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일은 저주가
아니다; 그 일이 의미있는 일이라면 그 것은 축복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들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편히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부가 있고, 성공이
있으며, 먹고 살 것이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 죄 한 인간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사 땅을
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 이전에도 아담에게는 해야 될 과업이 있었다. 창세기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셨고 거기에서 당신이 하시던 일(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다(창 2:8). 일 자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주신
특권이었다.
죄로 인해 온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전 보다 훨씬 많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수고로움도 더해졌다. 그러나 인간이 그 전에는 놀고 먹고만 한
것이 아니었다.

ᰐድ⊼ΎᵼࡄᏀỌ⊼Ύ⋠ΖΡΨΟΡΗ
이제 바울은 논조를 바꾸어, 규모없는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13절)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모든 생활의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야 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가까운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때,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세상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로부터 불신과 오해와 질시,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온 세상은 옳은 길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장애물로 꽉 차 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즉 행할 의사를 잃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피곤하지 않으면, 즉 [행할 힘을 잃지 않으면] 선행의
수확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을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스스로 낙심하는
것이다. 칼빈의 말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선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선이 생활화 되도록 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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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방법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과 반드시 선행의 수확을 거둘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라고 노래하였고, 사도바울은 갈 6:9절에서 같은 말로 또 다시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단지 피곤함, 고생 이상의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진정 사랑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가진 특권을 감사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아마도 예배의 행위로서의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회이자 수단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
1. 사람의 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당신은 그러한 측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대답에 대해 설명해보라.
3.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서 따를만한 자질들은 무엇이 있는가?(살후 3:7)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먹혀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어떤 종류의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라.
5.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그들의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ωᡘ⤍ϋ
명령
데살로니가후서 3:6절에 기록된 “명하노니(Command)"는 1세기에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다. 그 단어는
전쟁에서 군사들에 대해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이
명령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했고 질문을 달아서도 안됐다.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승리냐, 혹은
패배냐를 가리는 중요한 것이다. 전장의 장군은 그 군대의 존경과 칭송을 얻는 사람이었다. 그 장군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관심을 나타냈었다. 훈련할 때 장군은 병사들을 강력하게 몰아세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장군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라고 군사들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명령은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6절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나타내셨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학생용 공과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