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14:34-35 을 후대인의 삽입으로 보는 이유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한 고전 14:26 – 29 절과의 모순이다
고전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

고전 14:26–29 (여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 본문)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 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여기서는 여자를 제외하지 않았다)

고전 14:34-35 은
1.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한 앞절들과의 모순이다.
2. 14: 5, 18, 23, 24, 31 의 “모두” 라고 여성을 포함한 구절들과 모순이다.
3. 갈 3:27-28 의 바울의 평등주의와 모순이다.
4.
5.
6.
7.

고린도 전서 7 장의 성, 결혼, 이혼에 대한 바울의 평등주의와도 모순이다.
동역한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차별이 없는 바울의 태도와 모순이다.
고전 14:34-35 는 디전 2:11-12 의 반영이다.
바울은 “순종”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 에 “순종”하라에 만 사용.

여자들을 포함하는 본문들과 모순이다
고전 14: 5,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마는 … (14: 18, 23, 24, 31) 의
“모두” 라고 여성을 포함한 구절들과 모순이다. 본문들은 여자를 제외 안 했다.

고전 14:34-35 은 갈 3:28 과 고전 11:11-12 의 바울의 평등주의와 모순이다
갈 3: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1:11-12 :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
에게서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7 장의 성, 결혼, 이혼에 대한 바울의 평등주의와도 모순이다.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7 장에 결혼과 금욕주의 절제나 그리고 결혼과 독신을 말함에 있어서 통틀어서
일괄적으로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식으로 남녀간의 동등성을 과시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남자에 대해 말했으면 여자에 대해 말하고, 여자에 대해 말했으면 남자에 대해 말하고: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했으면 남편도 그와같이 하라고 했고; 남편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반드시 아내도 그와같이
하라했다; 성관계 (7:3‐5), 이혼 (7: 10‐16), 처녀성 (7:25‐28), 그리고 걱정 근심 (7:33‐34)등 4 가지
부제(subtopic) 에서 상호성(mutuality) 만큼 동등성(equality)을 끊임없이 과시함을 볼 수있다. 요약하면,
그러므로 바울은 금욕과 결혼에 대한 모든 부제에서 고의로 그리고 명백하게 상호성 (mutuality) 뿐만
아니라 동등성 (equality) 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7 장에서 볼 수 있는대로 바울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없이 (똑같이) 극단적으로 고의로 (ultra deliberately) 그리고 초과 강조 (over emphatically) 로 취급하고
있다: 여자에 대해서 남성도, 남성에 대해서 여성, 한쪽에게 옳은 것은 다른 한쪽에다 옳은 것으로, 한쪽에
틀린 것은 다른 한 쪽에도 틀린 것으로 똑 같이 취급하고 있다. 1

동역한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이고 차별이 없는 바울의 태도와 모순이다.
여성리더십책 P. 94-102
롬 16:1-2 : 뵈뵈
롬 16: 3-5 : 브리스길라
행 16: 11-15, 40 :루디아
롬 16:7 : 유니아
행 9:36 : 도르가 (다비다)
바울을 이들을 지도자로, 동역자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존중하고 대우했다 (여성리더십책 P. 94-102)

고전 14:34-35 는 디전 2:11-12 의 반영이다.
디전 2:11-12 는 후대인의 기록으로 해석하므로 고전 14:34-35 도 후대인의 삽입으로 본다.
디전 2:11-12: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디전 2:11-12 는 고전 14:34-35 와 비슷한 사상이다.
본문에서는 가짜 바울계 저자 (pseudo –Pauline author) 에 의해 여성의 지도력이 완전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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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는 잠잠하라 하였다. 이런
금지가 여성들이 공동체의 문답식 교수법(catechetical) 시행(practice)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문은 여자들을 그런 임무에서 해고시키고 그들을 가정과 침묵과
자녀생산으로 내몰았다(relegate). 2
여기서 문제는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 처럼 가짜 바울 편지(inauthentic Pauline letter)와
같은 문제가 아니고 원 바울의 편지에다 후대에 삽입해 넣은 것이 문제이다. NRSV 번역문에는
본문은 괄호 속에 넣어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

괄호안에 넣었다는 사실은 초대에 본문을 전달함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로, 본문은 현재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성경에는 장의 맨 끝에 붙기도 했다. 둘째로, 모든 희랍어 성경에는 별도의 문장으로 따로
떼어 기록 되었다. 셋째로, 그 본문은 매우 일찍부터 문제로 간주 되었다. 그리고 이점이 바울의 원래의
본문에다 후에 삽입했다는 논쟁의 중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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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고 후 바울 삽입(post‐Pauline insertion) 인 고린도 전서 14:33‐36 에서 기독교회에서 남성의
독점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의 지도력을 노골적으로 지명(designated)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남자의 위치를 발견함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4
디모데 전서 3:1‐13, 디도서 1:5‐9 에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 조건이 남자여야하고, 기혼이고,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이 붙는다. 5

바울은 “순종”이란 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 에 “순종” 하라고
말할 때에만 사용했다.
사도바울에 대한 결론: 여성리더십 (P. 10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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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14:34-35 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도바울의 말로 알려진 다른 구절들과의 모순 때문에
바울의 말로 받아드리기 어려워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1. 후대의 삽입이다.
2. 예배를 소란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여성들에게만 한 권면/경고의 말인데 만고의 모든여성에게
적용해 왔다.

엡 6: 1-9
자녀이신 여러분, a)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b. 출 20:12,신 15:16) "네가 잘 되고 땅 에서 오래
살 것이다"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 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같이, 육신의 주인들 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 든지, 저마다 주께로 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 두십시오.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 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
두십시오.

Despite the clear lack of equality between wives and husbands, it seems easier to be a wife”subject” to a
husband like church to Christ than a husband “loving” a wife like Christ to church. Self‐sacrifice is demanded of
husband, not wife. It is usrely terribly and sadly ironic that Christian tradition demanded subjection from wifes
and then, rather than demanding self‐sacrifice from husbands, transferred that to wives as well.
여기에서 아내들과 남편들 사이에 동등성은 결여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처럼 아내 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 라는
요구보다 쉽다. 스스로를 희생하라는 아내에가 아니라 남편에게 요구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
남편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도 아내에 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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