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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의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 무일푼으로 혼자 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 했

다. 그는 장막(tent)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서든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교회는 자라고 성장했다. 후에도 일년 반이 넘도록 

복음증거 하는 일을 그곳에서 지속 했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다른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

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동안(고전 16:8) 그는 첫번째 고린도서를 썼다.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지속적으로 가까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치 않았다. 그는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고(고전 7:1) 글로에의 집 편으로 보고를 받게 된다. 

고린도 시는 거의 50 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좋고 많은 공공 빌딩들과 거대

한 무역 센터가 있었다.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다. 대부분의 세계 모든 거짓된 종교들

이 그곳에 전시되었다. 대부분의 별들이나 또 다른 이방 신들의 조각상들이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다수는 대단히 비도덕적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

켰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대치된다.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에게 멸망하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을 그들이 이

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는 오직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

했고 그러므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은 그의 구원을 위한 죽음의 이야기는 어떤 다른 사람도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다. 유대인들 역시 나사렛

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요 1:46) 그들은 구원을 위한 모든 

복음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한 이야기인 복음의 이야기로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

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전혀 자라거나 늙지 않았다. 그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복음은 믿음의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분명한 하나의 믿음의 사실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의 장사 지냄과 그의 부활이며, 계명들에 순종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

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언약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복음은 하

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것으로, 그의 능력을 따름이고 그의 능력으로 변화 받는 것이다. 그것

은 어떤 죄인이건 믿고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지혜는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높여진 그들의 가진 이론과 지혜를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

셨다. 인간의 지혜는 한 영혼도 전혀 구원하지 못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

다.(렘 10:23)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사

55:8~9)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가진 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5과 

십자가를 증거 함 

Preaching the Cross 

고린도전서 1:18~30 

암송구절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

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시   기 :  D. 57. 

장    소 : 첫번째로 고린도에 보내진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써보냈다.(고전 16:8) 

사람들 : 바울과 고린도인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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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사람의 

지혜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실 것이라고 역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마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대단히 지혜로워서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가치한 것으로 안다. 왜 우리가 가끔 생각을 잘못하는가 하면 사업적인 일들이나 혹은 어

떤 다른 분야에서의 하나의 지혜는,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공부하는 것과 충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서만 온다.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 

 

전도의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전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모든 사도들은 의의 선포자들이었다.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듣는 일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복음을 증거 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증거 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는데 구원을 받거나 혹은 그것을 거절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인은 먼저 육체적 지혜를 찾았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새것을 듣는 것을 원했다.(행

17:21)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다. 첫번째 언약은 시내산의 능력의 기적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놀라운 표적들과 기적들로 세상왕국을 건설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단순한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거절 된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고 말했다. 하나님은 어떤 어리석은 것들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의 어리

석게 보이는 것을 행하신다.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 될 때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것들조차 

구원이 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했다. 

 

부끄러움이 사용하는 능력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현명하게 세상일을 관리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놀라운 세상적 힘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많은 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위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세상적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들을 택하셔서 실제로는 지혜롭게 하셨다. 

그는 요단강 물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치료하셨다.(왕하 5 장) 그는 진흙과 물로 시각장애자

의 눈을 뜨게 하셨다.(요 9 장) 그는 구원의 복음 계획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다.(막 16:16) 

그는 모든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

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광을 드리며 그의 이름에 찬양

과 존경은 돌리기를 원하셨다. 정의, 의롭다 하심,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과제의 질문 

 

1.누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동안 복음을 전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어디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연락을 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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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린도는 어떤 도시인지 말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 

 

8.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9.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믿음의 세 가지의 사실과 믿음의 네 계명은 어떤 것들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예레미야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사람이 구원 받기 위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 

 

16.지혜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반드시 현명한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우리의 구원은 복음 증거자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그리스인들은 먼저 무엇을 찾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유대인들은 먼저 무엇을 찾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 

 

22.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시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23.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24.어떻게 능력이 수치가 될 것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능력을 보인 어리석게 보이신 예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왜 하나님은 어떤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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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누구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