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린도후서 소개
카메론 리 박사(Dr. Cameron Lee)는 교회 내 갈등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생활의 그림이 되는 사례 연구로서 고린도후서를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중요한 이미지나 상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너진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겠지만 교회는 실제적인 결점과 죄를
가진 진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에서처럼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론 리(Dr. Cameron Lee) 박사입니다. 풀러에서 가족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 교육자이고 안수 받은 목회자입니다. 신약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목회자들이고, 그들이 목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회중의 갈등 사례를 읽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서신에서 다루려고
했던 모든 갈등. 고린도후서에서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 그 일을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머물면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서 물러나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의"
또는 "엄중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관계가 깨지게 되었는지 슬퍼합니다. 그래서 회개나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서신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대다수는 빛을
보게 됩니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징계합니다.
해피엔딩일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거짓 선생들이 마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도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이유로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을 둘러싼 의심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그런 종류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고린도에서 훼손되면 복음의 권위도 훼손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겪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고통? 당신은 그것의 반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을 말해 드리죠. 그 중 일부는
당신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를
섬기는 일이라면 이것이 왜 놀랍습니까?"
이것이 제가 고린도후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갈등, 목사-교회
관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쓴 내용 중 일부가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손을
뻗기를 바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 회중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미는 갈등 속에서 바울이 신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면서요. 그것이 실제 회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