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복음 소개
토미 기븐스(Dr. Tommy Givens) 교수는 지역 사회와 일상에 초점을 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마태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미 기븐즈(Dr. Tommy Givens) 교수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신약학입니다. 기독교 윤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명하게도 마태복음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설교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긴 설교를 하실 때, 그것은
실제로 이야기 자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그의
삶의 한 조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주목하고 고려해야 할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 2 고향이 되고 점령된 고국 이스라엘 땅에 모인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 세대 동안 지켜오고 바라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완고해 지거나 어려워 질지라도 친숙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크리스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멀고 이국적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매우
극적이고 화려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일과 친숙한 일,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깊이 투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친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지개 반대 쪽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을 상상하는 것 대신에 말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제가 읽을 구절은 유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 장 17 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의 어떤 것도
제쳐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모든 것과 예언자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구현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공의를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의 이야기가 미래 세대를 통해 전해지고 우리에게 내려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