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로새서 소개
매리앤 마예 톰슨(Marianne Meye Thompson )박사는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 위에
주님이라는 핵심 주제를 강조함으로써 골로새서를 소개합니다.
의역을 하는 수업을 들어 보셨나요? 골로새서를 의역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쓴 것 중 몇몇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한 부분을 한 학생이 쓰기를 "하나님이
연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메모지를 날려
버리셨습니다." 학생들은 노력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 모든 것이 거친 서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법의 긴 팔이 손을 뻗었고 보안관이 왔다" (웃음)
저는 매리앤 마예 톰슨(Marianne Meye Thompson )박사입니다. George Eldon
Ladd 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오늘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짧은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 중 하나입니다. 수감 중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 쓰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포로 생활, 투옥이 어떤지에 대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포로 생활에 대해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포로, 그가 골로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는 포로에 대해
씁니다. 그것은 골로새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견해,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믿음의 포로입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사로 잡히는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희생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서신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인의 주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수단입니다. 세상이 지속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냥 버리거나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대리인을 통해
세계를 계속 붙잡고 계신다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놓치지 않자면,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고,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자주 "모두/만물"이라는 짧은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바울은 요약합니다.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다른 주제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면, 감사 외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근원이라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응답 외에 어떤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 사랑, 조화, 화합.
골로새서를 읽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위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모든"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바울에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