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1, 2, 3 서 소개
다니엘 리(Daniel Lee) 박사는 요한 1, 2, 3 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취약하고
겸손한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저는 다니엘 리(Daniel Lee) 박사입니다. 저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신학과 사역
센터에서 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학과 아시아계 미국인 사역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 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서신은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힘들어 하는 가르침 중 하나는
특정한 형태의 그노시스주의(영지주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분이 바로 요한 서신이
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고, 그의 육신이 중요하고,
성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제자도로서 우리 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생각할
때, 안식일은 4 번째 계명을 지키는 영적인 행위 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성관계를 갖는 것은 모두 제자도의 삶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육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 서신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역사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집착해 왔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요한 서신은 좀 더 특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한 육신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걸림돌이었고, 역사를 통틀어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명예와 영광과 명성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겸손과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요한 서신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약하고,
취약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생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해서 그 자체가 심오한 진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 살다가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이 스캔들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의 고통과 겸손과 무력함은, 성육신의 의미에서, 복음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취한
육신, 예수님이 짊어진 몸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요한 서신의 심오한
진실입니다. 요한 1, 2, 3 서의 증거는 예수님이 육과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도록요.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