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의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랑<고린도후서 12:1-21>
* 몇 주간 고린도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다보니 전하는 마음도 부담
스럽고 불편하며 듣는 성도들도 괴로울 수 있는 말씀 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자신을 자랑 한다거나 낮추고 어리석은
변명을 하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임에도 고린도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로마와 헬라가 지배하는 힘의 시대에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천박한 말과 행동
을 합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내치지 않고 이해하기만 해도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말
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무익하고 부끄러운 자랑을 하는 바울의 심정(1-12)
① 무익하고 부끄러운 자랑 :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자랑하는 것은 모순
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모순처럼 보이는데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추
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익한데 부득불 자랑을 했을까요? 바울은 약하고 부족한 자신
을 자랑해야 그런 자신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
게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약해져야 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
니다. 깨지기 쉽고 부족한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강한 그릇
이 되면 보배이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나 자신만 나타나기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것입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주셔서 연약하게 하시고 부셔지고 깨지는 고통과 고난을 주시
는 이유는 참된 삶을 살고 복을 누리며 하늘나라에서 후회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
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이유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코를 뚫고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바울의 엄청 난
체험인 삼천 층을 다녀온 고백을 보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이 겪은 일임에도 약한 나
를 나타내고 강한 나는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는 겸손과 온유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랑조차도
불편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진실로 체험했다면 말로 나타낼 수 없고 절대 자
기를 나타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바울은 거짓선지자와 거짓사도들이 학력이나 신비체험을
자랑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무익하지만 자랑하고 뽐내서라도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깨우
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약한 그 때가 강함 : 바울의 질병과 탁월하지 못한 언변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거짓선지자들에게 넘어가자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비난하고 천대하
자 바울은 영적 체험의 비밀과 영적 은사가 있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약점
과 단점을 주셨는데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과 단점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오히려 교회를 돕고자 한 행동도 많은 비
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 들을 자랑하는 것이 약하고 부
족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예수가 증거 되는 일이기에 기뻐하며 거짓선지자들 때문에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길 호소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과 중심을 알
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고린도교인으로 인해 억지로 어리석은 자가 된 바울의 심정(11-13)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무익하지만 자랑하고 설명하는 이 어리석음이 고린도교인들이 억지
로 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교인들을 비방하려 함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밝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은 선하고 깨끗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성도들 역시 이 시대를 살
아가는 것 만만치 않기에 목양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만난 동지입니다. 목회자의 약점과 단점만 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약점과 단점 속에 연단과 인내를 통과한 탁월한 장점을 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눈을 가
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 영
성이 새로워지고 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룬 야곱을 세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기억하
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3)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희생하듯 하는 바울의 심정(14-15)
가끔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 위해 희생하는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고린도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교인들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여 교
회가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은 바보 같은 짝사랑, 상사병 사랑, 부
모 같은 희생의 사랑, 조강지처의 사랑, 예수 심장을 가진 남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이라면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님께 너무 큰 짝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의 약함으로 사단의 강함을 이기며 사단의 똑똑함을 예수님의 바보스러움으로 이
깁니다. 우리 백향목이 이런 참된 교회가 되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바보스러움으로 똑똑
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보물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