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린도전서 소개
카메론 리 박사(Dr. Cameron Lee)는 고린도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목사로서의 바울이 서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논쟁으로 가득찬 회중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단어는 모두 타협의
단어입니다.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입니다.
도보로 산을 넘어 고린도로 가는 여정을 상상해 보면 이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옆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시각적 은유입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론 리(Dr. Cameron Lee) 박사입니다. 풀러에서 30 년 동안 가족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과 가정 생활 교육자입니다. 안수받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배경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서신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다면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 장, 바울의 사랑에 관한 구절일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맨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지고 논쟁으로 가득찬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신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교도적이라고 생각되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도시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개종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층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추구적인 상향 이동성을 배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 내에서,
서로와의 관계 내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바울이라면, 그 회중이 겪고있는 문제를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들의 자부심과 오만함의 배경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본질적인 어리석음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정한 구세주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나쁜
태도와 행동은 반죽 속의 효모처럼 신도들 사이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여러 부분으로 만들었듯이 각자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다양하지만 보완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추구할 때 자신의
영광이나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교회, 현실에 있는 실제 회중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중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듣고 싶다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