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보서 소개
아모스 영(Amos Yong) 박사는 이민자 디아스포라에게 보내진 야고보서를
소개합니다. 야고보 서신은 독자들에게 순결하라고 격려하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스 영(Amos Yong) 박사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과 선교대학원의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서신은 지중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에--부분적으로는 문화와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한 이민자의 렌즈에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 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경건함, 믿음, 헌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으로서요. 기독교인들이죠.
세상의 방식이나 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의해 얼룩지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거나, 너무 편안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는 방식으로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믿음과 헌신이요.
야고보의 관점에서 세상에 동화되는 방법 중 하나는--믿는 자들이 부에 쉽게 유혹
받는 것입니다. 1 세기에는 자기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친구를--많이
사귀고 싶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 고위층에 친구가 많을수록, 그런 관계를
통해서--얻는 이익에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자원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주자나 이민자라면--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방,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의 세계로 이민해 왔다면--고위층에 있는 친구를
사귀어서 얻는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정곡을 찌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든 아니든--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요. "더 많은
권한이 있는 게 뭐가 잘못이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보죠. 야고보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순결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시스템과 구조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기준이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부와
풍요로움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부가 얼마나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지, 부가
얼마나 유혹적인지를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지를요.
야고보가 서신을 마치면서 쓴 기도의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