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전후서 소개
마크 D. 로버츠(Mark D. Roberts) 박사는 오늘날의 신실한 리더십을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서 디모데전후서를 소개합니다.
저는 마크 로버츠(Mark Roberts) 박사입니다. 저는 풀러의 Max De Pree 리더십
센터의 원장입니다. 우리 센터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사도 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1 세기에는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줍니다.
저의 어머니가 2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이 아니라서
실망하실텐데요. 사실 편지 뭉치입니다. 제 가족 중 아무도 이 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아버지가 데이트할 때 저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디모데전후서도 비슷한 종류의 보물입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상의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충성스러운 자녀"라고 부릅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우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이 떨어지게 돼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는 지금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몇몇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로서 기본적인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단단히 붙드라고 말합니다. 서신의 많은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치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이 진리가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가르치고 의롭게 하는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합니다. 또한 첫 번째 서신에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에 전념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성경을 구두로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구절에서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디모데는 신앙의 핵심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진정성을 지키면서 이끌어야 합니다. 서신의 한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에--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둘째,
진실되게 살아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의 일부는 리더십의 위임과 리더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후서라는 보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서신의 끝에 나오는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