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의 생애와 교훈
김명호

추천사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성 도들이 읽 을 필독서
한국연합회장 홍명관
대부분의 신학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첫 번째로 배우는 신학과목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재학한 학생들은 이 과목을 김명호 목사님으로부터 수강했습니다.
경건한 기도의 삶과 깊이 있는 사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학생들을 향한
애틋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그분의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강의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애를 깊이 느껴보고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강의는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여 풍성한 여름으로 들어가는 1학기에 배정되어 있던
관계로, 야외수업을 할 때면, 신록으로 뒤덮인 삼육동의 물결치는 수해(樹海)는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고, 삼육동 호수는 갈릴리 바다가 되었으며, 오얏봉은
겟세마네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그분의 강의를 통해 예수의 생애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재림교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오후, 장년들은 방문을 마치고, 청년들은 오후 분교 활동을

마치고나서 안식일 해가 아쉽게 서산에 걸릴 무렵이면 교회에서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회기동 본부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신도들을 위한 단기 신학
형태로 진행되던 김명호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노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녹음을 해두었다가
한 주일 동안 녹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또한 신학과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곁에 두고 읽고 또 읽던 “예수의
생애와 교훈”은 세월의 나이테를 더해가면서도 더욱 밝은 빛을 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분의 오랜 목자의 삶을 통해 더욱 깊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해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 수정증보판으로 출간된 것은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그 생애를 통해 가르쳐진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온갖 문제의 해답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연구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첫 번째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입니다.

지금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초림을 통해
가르쳐진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깊이 연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깨달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출간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계 1:3)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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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꼭 같이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인류의
생명의 승리를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친구, 나의 친구 예수님을 소개한 책입니다. 요즘 온갖 신학이
만발하여 예수님은 없어지고 신학 이론만 요란합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신학으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친구로
사귀어 봅시다. 그래서 그 뜨거운 우정을, 그 다함없는 사랑을 가슴이 뭉클하도록
느껴봅시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페이지마다 널려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애썼으며, 예수님의 교훈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하며,

4복음서에

나타난

사상과

신앙을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인도하는 복음서의 목적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1978년 봄 삼육동 연구실에서
개정판을 내면서
저는 조금 늦은 나이로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학년 때에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장수돈(Robert
Johnston)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서툴고 어눌한 한국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말씨도 그러한데 과목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루며 4 복음서를 해설하는
것이라, 학생들에게 그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왜 그렇게
그 과목이 좋고 그 말씀이 꿀맛 같았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안다는 소리를 교우들에게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 목사님의 이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자세히 들으면서, 강의 하시는 내용에
저 스스로 깨달은 것까지 보태어 꼼꼼히 노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학생 운동 후유증으로 학기가 일찍 끝나면서 이 귀중한 과목을 끝까지 다 듣지
못하고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석했는지요.

그러나

들은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보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의미 있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보물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 겨울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연초에 하는 각 교회 사경회(査經會) 때에
제가 다니는 대구 침산 교회에는 담임목사님이신 권숙련 목사님께서 담임하는
교회에 사경회 강사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때 권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김 선생, 이번 사경회는 김 선생이 맡아서 하시오, 요새 신학교에서 새로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 말이요.”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다마다. 나는 이제 구시대 사람이 아닌가. 배운 것을 잘 가르쳐 교우들에게
유익을 끼치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부탁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황송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안식일부터 저는 사경회를 위하여 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장수돈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가다듬으며 꼼꼼히 적은
노트를 펼쳐놓고 사경회를 위하여 따로 교재를 준비하며 다른 주석 책들과
‘시대의 소망’을 함께 참고하여, 들었던 강의 내용에 다른 많은 것들을 첨가하여
교재를 준비하고,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면서 강론이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은혜 중에 지냈으나 준비한 내용을 다 강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권 목사님은 제게 다가오셔서, “김 선생, 그 강목 다
끝날 때까지 방학 동안의 모든 예배 시간을 다 맡아서 강론하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했는지요. 그렇잖아도 다 강론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께
배우지 못한 마지막 부분까지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서 준비하고 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덧 개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방학 중이라 안식일 설교 시간에 사경회 강목을 강론하는데 대구 어느
교회에 다니는 한 교우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가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말씀이
그렇게 깊은 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깨를 으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준비한 예수의 생애와 교훈 교재는 제가 목회를 나와서 처음 사경회를
맡게 된 교회마다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에 젖는
경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교재의 분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삼육대학에 부름을 받고 신학과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강론하면서 교재를 청타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중한대회 평신도 신학에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 강론을
맡으면서 학교와 평신도 신학에서 쓸 수 있도록 교재를 재정리하여 1978년에
400쪽이 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 과목을
강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금년에는 미국 나성에
설립한 나성삼육대학에서 이 과목을 강론해 줄 것을 부탁을 받고 옛날 교재를
찾아내어서 다시 보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0년 전에 청타로 출간했던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보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첨삭된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읽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약간 추가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옛 교재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는 한국 연합회 목회부에서 수고하는 송은영 자매의 수고가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렇게 입력된 것을 집에서 꼼꼼히 살피면서 첨삭을 하여 개정판을 삼육대학
출판소의 케루빔 총서로 다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판을 위하여 수고한
김상래 교수와 그를 도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판 비를 도운
성도에게도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개정판이 출판된 이 책이 읽는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저자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느끼고, 그 예수님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더욱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깊이 천착할 수 있게 가르쳐주신 장수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은 지금 앤드류스 대학에서 은퇴하시고도
아마 후학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뵈온지 오래
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구독하시는 모든 독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2007년 4월 22일
Desert Hot Springs 서재에서
주님의 종 김 명호 識

제 1 장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은 4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는 것은 4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전체를 살피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그러므로 4 복음서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결국 성경 전체에 계시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진정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는 바른 길이기도 하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기초로 하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 예수의 존재와
인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순서로 연구에 임하려고 한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는 그 교리와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교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와 인격을 전부로 여기는 종교다.

그러므로 이 종교와 신앙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1. 그리스도교의 독특성
1) 계시종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켐(Emil Durkheim 1858~1917)은 사회의 집단적
심의(心意)를 설명하면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정말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다. 인류의 역사는 곧 종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예배가 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 가는 곳마다 종교가 있었고, 그 주민들이 경배하는 신들이
있었다(행 14:8, 행 17:16). 바울은 아데네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아데네 사람들에게 국한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인종에게도 사실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그의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들을 본향을 사모하는 자(히 11:10;
14~16)라고 말했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전 3:11)라고 했다.
영원한 본향을 찾는 사람의 그리움이 종교적 경건과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종교가 있고 예배가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모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종교의
맹점과 안타까움이 있다(행 17:23).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스스로
탐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리 탐구해도 그것은 인간의 경험세계
이상(以上)일 수 없다는데 탐구의 한계가 있다. 사실 오늘날 대소 종교들이
철학적 사상을 하나의 교리로 세운 것은 종교와 신앙의 궁극적 대상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중에 성경의 종교는 뚜렷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경의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 한, 스스로 궁구하여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들에게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사 45:15)이시다. 계시는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보여주기를 원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왜
사람이 스스로 탐구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초월하여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 된 세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간의 탐구 대상은 피조 된 현상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 이지(理智)의 탐구로는
발견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 “연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열심 있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묘로 가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교육 169).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탐구로서가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에 의하여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사 43:10). 그러므로 택한 사람이란 이러한 계시를
전하기(khruvssw)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계시의 절정이 성육신(Incarnation)이며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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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시니라”(마 16:15~17)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계시에 의하여
깨닫게 됨을 지적하셨다.
이와 같이 계시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시행위에 대한
인간의 자유스러우며 정성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필연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깨닫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 자만이 존재를
영속시킨다는 의미이다. 부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최초의 형태가 창조이며
그러므로 피조 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인고로 그러한 자신을

깨닫고 그의 존재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유롭게 정성스러운 반응을
나타낼 때 그의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전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의 집대성이다.
위에 언급한 계시를 크게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눈다.
(1) 일반계시
일반계시는 창조로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초의 형태가 창조라고
이미 말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포괄하지만 우리가
창조된 세계를 논할 때는 주로 천연계라는 말을 쓴다. 지구에서 이 말을 할 때,
사람이 관찰 할 수 있는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연계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넉넉히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죄가 세상을 덮은 후에는 천연계가 왜곡되어서 천연계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에 극난한 한계가 형성되었다. 사람이 천연계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친다(창 3:1~6; 롬 5:12). 이런 상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기
때문이다(창 3:8, 10).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다. 창조주의 영광 앞에 그들이 그대로 노출되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사 59:2)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계시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18~23).
그러므로 천연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우상이다. 이 우상은 사람, 금수, 벌레로 열거되었다. 이것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진화과정의 역 순서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천연계에서 찾은 것은 진화론이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짐승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
(2)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며, 그렇기 위하여 이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말과 행동으로만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언론선지자라고 하고 말과 행동과
아울러 기록으로 전하는 선지자를 기록선지자라고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 선지자로서의 사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언론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라고 할 수 있다. 기록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이다.
그 외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기록선지자이다. 그런데 기록된 책
외에 그들은 삶과 증거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는 선지자들도 여럿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요엘, 오바댜, 나훔, 스바냐 등등. 이런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철저히 기록선지자로만 알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준 것이 성경전서이다. 우리는
이 특별계시를 통하여 일반계시를 보아야 한다. 그때 일반계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계시의 안목으로 천연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을 만나고(시 19:1), 천산의 생명체들을 친히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시 104:10~23).
특별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천연계에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교훈하셨다. 그것이 바로 실물교훈이다. 다른
말로 비유라고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일반계시물인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계시에 대한 확실성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의 독특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계시의 확실성이란 계시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생활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분명히 확증해 보인 것이다.
2) 생활종교
하나님은 자기계시를 행동으로 나타내셨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으로
한 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동과
사건으로 가득 찼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내용들이다. 생활이란 산 자들의 존재양식(存在樣式)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그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 존재인 사람에게 생활을 주셨다.
그 생활은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이런 생활들로 세상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다. 그 생활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생명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과 생명이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도 생활도 없다.
서양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다. 얼마나 역동성 있는 생활문화인가!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 곧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의 독특성의 또 하나가 이 생활성이다. 이것은 계시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실 때 입으로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생활을 보여 주셨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0:38; 14:11)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39).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활이 곧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라는 뜻이다. 생활 없는 그리스도교는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자체가 계시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은 논리에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니다.
생활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이론적으로 불합리한
듯이 보이는 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은 계시적 사실과 가장 합당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그 삶이 계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심판은 계시와 생활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 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19, 20).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섭리하시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것은 곧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심판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날 수 없다. 떠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존재요 생활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8).
2. 믿음이란 무엇인가?
1) 자기 존재의 합리적인 이해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알지 못한다. 자기 외의 누군가가 자기의 정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이다. 가까운 사실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정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난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를 태어나게 한 부모는 그 아이를 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그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모의 존재 자체로서 계시한다.
양육 받으면서 아이는 그것을 털끝만한 의심도 없이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고 자녀는 자기의 신분의 정체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인류도 스스로 계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났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사 45:9, 10). 피조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다. 똑 같이 자식이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다. 어느 자식이 자기의 참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대들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창조주에게 이처럼
대들고 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고전 4:7).
오늘날 인류는 자기를 사람으로 창조하여 신체발부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
“사람은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교육 169). 그것은 자녀가 연구하여
부모를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부모가 진정 자기의
부모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다.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 그 아이는 의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집에서 양육된다. 양육되는 동안 그를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신뢰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설령 그들이 자기를 낳은 혈연이 아니라도 갓난아이일 때 그 집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 신뢰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양육하는
부모는 “먼저 있는 자”로서 자녀들에게는 계시를 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이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자녀가
믿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자녀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부모가 가르쳐준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의
정체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사실의 연장선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계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계시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인간은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된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자기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아니 존재하게
하신 분을 불신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존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이해이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존재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사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주시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

피조물에

대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한 번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먼저 있는 존재이며 자녀의 존재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누구인지 가르쳐줄 수 있다. 인류에게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존재이시다. 그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계시를 믿을 때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곧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를 통하여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요 8:19).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인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의 존재의
정체를 모르며, 또한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는 존재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기의 존재와 인격과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뢰하는
생활태도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 역시 자기 존재의 합리적인 이해이다.
2) 창조주와의 인격적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신심(信心)이 어떤 종교의 교리에 인도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 이때 그 종교의 교리가 중요하다. 그것이 허무맹랑하거나 하나의
철학적 사유일 때 그 신앙은 미신이거나 사유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인격적 계시자와 신뢰 있는 인격적 교제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창조자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계시한 그 사실에 인간의 전 인격을 걸고 교제하는 인격적 교제 관계인 것이다.
객관적 대상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학문과 같은 점이 있으나 학문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지만 신앙은 그 객관적 대상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체험적으로 합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관념만 아는 자는 인격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념만 아는 것이다. 이 관념은 인격이 아니다. 관념은 독백,
공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격적 만남은
절대적으로 “인격적 상대(너-You)”를 필요로 한다. 관념을 통하여 인격적
관계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계시는 외로운 신(神) 인식이 아니요, “인격적
상대”로서의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오는 관계요, 사람이 그 대화에 반응하는
관계이다.
이 대화는 태초에 계신 말씀(요 1:1)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속되어진다. 그 말씀은
인격적 “당신”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말씀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요 방법이다.
그러므로 신앙과 신앙인의 핵심적 증거는 그 인격이 그가 믿는 인격신과
일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념을 나타내는 것은 독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격적 교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인격적 교제(交際)의 직접적인 수단이 만남과 대화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도구는

바로

말(言語)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자체라고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가 없다. 그리고 이 신앙의 대화의 주도권(initiative)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오는 말에 인간이 대답할 때 신앙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요 5:24). 살아나는 자에게는 당연히 생활이 있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1) 현재의 인간의 인격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격적 자기 계시를 하실 때에 반응해야 하는 현재 인간의
인격은 어떤가? 또한 그 생명의 실상은 어떤가? 그것은 자명하다. 인간은 죽는다.
사망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그 인격은 죄이다. 죄는 도덕적
악을 뜻하기 전에 존재를 잃어버린 것을 뜻한다. 성경은 그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고전 15:22 상단) 계시한다. 로마서는 이것을 죄라고
가르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한 사람은 아담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하여 사망이 왔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죄는 도덕적인 악 이전에
존재의 상실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6:23).
사람의 생명의 실상이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그가 죄의
인격자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죄의 인격자는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계시에 이를 때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출 33:18~20). 그러므로 사람은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이다.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마 4:15,
16). 이것이 현재의 인간들의 현주소이다. 절망, 사망, 죄, 이것은 인간의
멸절성을 표현하는 낱말들이요, 이 낱말들은 관념이나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요
사실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존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합리적 이해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데서 이미 말한 바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서 인격적 교제의 매개체인 대화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Incarnation)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떠하며 생명의 실상은 어떠한가?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의 실상은 생명 자체이며 영생이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요일 3:8) 세상에 오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
15).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죄의 인격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예수께서 말과 사상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신 것만이
아니요 그의 생활과 행동으로 이루어 설명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요 10:37, 38)고 하시므로

그가 행하는 그 일로 하여 그의 사상과 공언하는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11).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 자체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믿을만한 인격이 절정으로 증거된 사건이
그의 부활이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1).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를
믿을 이유가 없다.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교는 있지 못했을
것이며, 그가 아무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했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 중에서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고전
15:13~19).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의 부활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계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2~4).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특성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그의 존재와
인격을 떠나서는 그의 교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1:25, 26;
14:6)는 말씀을 들 수 있다.
참으로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이 아니면, 참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면 이
모든 교훈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굉장한 해를 끼칠 뿐이다.
부활도 생명도 진리도 길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겠으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해악을 많이 보아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결코 아니다. 그는 정말 부활, 생명, 길, 진리이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가 이룬 업적 때문인가? 그 업적이 무엇인가? 그는 세상에 사상적
발자국을 거대하게 남겼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란 인류를
죄의 인격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실상에서 예수의 인격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과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 예수를 성인이라고 추앙하면서도 그가 인격을 걸고
이루어 놓은 구원의 사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그 자신의 인격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들은 예수의 교훈을 거짓으로 돌리고
만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부여(附與)자이든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사단은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시험의 광야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위대한 사업, 부활로 확립시켜 놓은 구원의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이것은 그의

인격의 진실 됨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의 반대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요 8:51, 54~55)고 하셔서 당신의 진정성을 확언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진실 되게 주장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곧 거짓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마태복음 26장 63,
64절에 나타난 사실을 볼 때에, 이 진실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짓으로라도 부인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한 그의 인격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겸손하게 요청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헛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분명히 계시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3~19).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증명된 그의 신성(神性)과 영생의 생명이 없이,
다만 하나 훌륭한 교훈을 준 성인으로서만 그친다면 예수의 종교는 절망의
종교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과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계시종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류의 구주이신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한다(히 3:1). 사도라는 말은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다.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개척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눅 6:13).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로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을 잘 아는 야고보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8)고 분명히 기록하였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격에 접목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믿음을 개척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3) 믿음의 실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인격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인격적 인간의 자유롭고
정성스러운 반응으로 신뢰하는 교제라고 말했다. 그것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를 존재하게 한
인격신이신

창조주와

인격체로서의

피조물인

나와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친교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친교와 같은 것이다. 그러한 교제가 실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자.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pivsti")’이다. 이 말의
동사는 ‘피스튜오(pisteuvw)’, 형용사는 ‘피스토스(pistov")’인데 ‘피스티스’가 약
228회 쓰였고 ‘피스튜오’가 약 230회 쓰였다. 그리고 ‘피스토스’가 약 10회 정도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약 468회나 같은 종류의 낱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한 여남은 가지 말로 번역되어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피스티스’(pivsti")
믿음 - 마 8:10; 행 3:16; 롬 1:17 등 약 223회
신앙 - 빌 1:27; 히 6:1
충성 - 갈 5:22; 딛 2:10
미쁨 - 롬 3:3
믿는 도 - 행 24:24
도 - 행 6:7
‘피스튜오’(pisteuvw)
믿는다 - 마 8:13; 요 1:12; 2:11 등 약 224회
맡기다 - 눅 16:11; 롬 3:2; 고전 9:17; 갈 2:7; 딤전 1:11; 딛 1:3
‘피스토스’(pistov")
충신 - 계 19:11

미쁘다 - 고전 1:9; 딤전 1:15; 살전 5:24
신실 - 고전 4:17; 엡 1:1
이상에서 보는 대로 믿음, 신앙, 믿는다, 충신(忠信), 충성, 미쁘다, 신실, 도(道),
믿는 도, 맡기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구약성경에 주로 쓰인 말은 동사 ‘아만(@m'a)’이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명사는
두어 번 쓰였을 뿐이다(사 26:2; 합 2:4-<에문@Wmae>). 그 의미는 신약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제 이 말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이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의 진실한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제안된 말씀의 내용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1,
12). 영접이라는 것은 찾아 온 손님을 대문을 열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영접되는 사람은 영접할 가치가 인정된 사람이다. 낯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되는 그는 친구인 것이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의 인격자들과
친구 되시려고 세상에 찾아 오셨다. 그리고 그의 행한 일을 통하여 친구로
영접해도 좋을 넉넉한 증거를 주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3, 14). 모든 얘기는 명백해졌다.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인데 그를 친구로 삼는 방법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인 것이다. 즉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다.
한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은
주인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수행한 종의 비유를 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눅 17:5~10)고 결론지으셨다. 이렇게 명령 받은 것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생활이 믿음인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말했다.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휘포스타시스(uJpovstasi")’로서 ‘확실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등기
문서를 뜻하는 말로 전용되었다. 신약성경에 다섯 번 나타나는데 다음
말씀들이다.
[고후 9:4]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
이상의 말씀들에서 ‘휘포스타시스’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등기문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부동산 자체를 보는 것보다 등기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는 뜻이다.
또 증거라는 말은 엘렝코스(e[legco")로서 밝히 설명하여 의심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결국 히 11장 1절의 뜻은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의 등기문서요, 그
문서를 밝히 설명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했고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10, 16은 천국이
소망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삼아 그의 명하는 대로 생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등기문서를
보여주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등기문서는 그것이 곧 그 물건은 아닐지라도 그 현장의 물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그와 같다는 의미가 된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타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천국의
실상을 보여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맨 줄이 다 풀렸는데도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고 옥에
머물러 있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감옥은
바로 천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행 16:21~34).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행적 510).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실 때에 천국을 보여주셨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활이 바로
천국의 실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다.
예수의 얼굴은 쉼과 평안을 주는 얼굴이었다.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향기로운
꽃밭 같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아 5:13). 향기로운 풀 언덕과 향기로운
꽃밭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는가. 믿음은 천국의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인 것이다.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다른 방향에서 설명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취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예하는 자들이다”(산상보훈

77).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이루어진다. 그들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품성이
더욱 풍성하여지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SDABC
6권 1098).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믿음의 실제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엡 4:1)라.
3. 예수의 이름들
1) 성경 성명철학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임무가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 하나 하나에 아담이 이름을 지었고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니까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다(창
2:19). 즉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실 이름은 존재의
외연(外延)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이름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실체는 그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사 30:27). 여기서 여호와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이 곧 그 자신임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혈통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족속들과 싸우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들 조상의 이름을 인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싸웠다. 이름은 곧 존재요, 그
존재의 의미이며 권위이기 때문이었다. 이름을 얻는 것은 존재를 얻는 것이요,
이름을

잃는

것은

존재를

잃는

것이었다(전

9:5).

그러므로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인 것이다(히 1:4). 그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곧 존재, 인격, 성품, 지위 등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히 1:4개정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엡 1:21),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빌 2:9, 10)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행 3:16).
이러한 성명 철학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과
성질이 바뀌면 이름도 바꾸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창
17:3, 4), 야곱이 이스라엘로(창 32:27, 38) 좀 반대적 현상으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뀐
것이다.
그런 만치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교의 존재와 성질과
입장을 좌우하도록 중요하며 창조와 구속에 관계된 이름인 것으로 그 이름의
내용을 아는 일은 대단히 요긴하다.
2) 예수의 이름들
(1) 예수(!Ihsou'")
이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고한 이름으로 그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고
천사가 직접 밝혔다. 한마디로 하면 구주라는 말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사업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런 이름은
구약성경에도

많이

여호수아(['Wv/hy])의

나타나는
헬라식

이름인데
표기가

곧

여호수아,

예수이다.

예수아등이다.

“여호수아”는

즉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이름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에 나는 “구원하는
여호와”라고 새기기를 더 좋아 한다. 사람 여호수아에게 적용할 때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구원하는 여호와”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히 4:8 참고).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선언된 이 이름은

구원을 위한 유일의 이름이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열망이 그 사회에 이런 이름을
흔하게 했던 것 같다.
(2) 그리스도(Cristov")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5절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히브리말 메시야(j'yvim;)로서 그 말의 뜻을 번역한 것이다.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요 1:41).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기름 붓는 것은 “임명”을 뜻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행
4:27),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행
10:38)라는 말씀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임명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말이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다.
왕(삼상 9:16; 10:1; 16:1, 12; 삼하 5:3), 제사장(출 28:41; 29:7), 선지자(왕상
19:16)이다. 이 기름 부음의 뜻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위의 임명(시 2:1, 2, 5, 7, 8).
② 하나님께 헌신함 및 헌신한 자의 거룩성을 보증함(삼상 24:6; 26:9).
③ 성령을 부어줌(삼상 16:3; 고후 1:21, 22).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다 이행하시는 분으로서 “자
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라는 말이 된다.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칭호로 부르는 대신
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칭호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요 10:36)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유일하신 분이시다.
(3) 주(kuvrio" 쿠리오스)
이것은 히브리어 “아돈(@/da;)”, “아도나이(yn;doa})”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주인”이란 뜻이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는 침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
아에게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는 예수께
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말씀을 인용하여(시 110:1) 당신이 주되심
을 주장하셨다. 70인 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쿠리오스”를

썼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쿠리오스(主)”라고 칭할 때 예수님
이 바로 구약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나
타낸다.
이 호칭에는 몇 가지 포함된 사상이 있는데
① 존경의 표시.
② 소유권과 권위의 표시
③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모든 뜻을 한꺼번에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다.
사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참 제자들과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만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고 하나님이 임명하여 보내신 나의 창조주요 구속자요 나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 자체가 은혜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인자(人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신 자칭호이다. 신약 성경에 약 90
회 정도 나타나고 복음서에 80회 정도 나타난다.
이 칭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① 사람의 후손을 뜻한다(롬 1:3, 4; 갈 4:4; 창 3:15). 이러한 뜻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계된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의 징벌을 담당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그는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 때 이 고난당할
희생의 제물로서의 자신을 명백히 하신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
씀은 복음서에 아주 많다(막 8:31; 9:12; 눅 9:22; 마 17:12, 22; 26:2, 24, 45;
막 9:31; 14:41; 눅 22:20, 37; 24:7).
② 심판자를 뜻한다(요 5:27).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권적(全權的)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
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
가 들으리라”(신 1:17).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
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신 32:39).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삼상 2:6). 예수께서 심판을 맡으
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가 인자됨
을 인하여 맡으신 것이라고 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
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요 5:22)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
느니라”(요 5:27).
인자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體恤체험적으로 동정함)하신 이가 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
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0, 14). 이 말은 예수님이 인정에 사로잡혀
심판을 굽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으므로 가장 공정
한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
으리니”(마 13:41, 42). 인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
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체험적으로 아신다. 그
러므로 인자의 심판은 가장 인자(仁慈)하고 가장 공정하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자되심이 심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든지,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든
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된다는 말이다. “시므온
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
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눅 2:34, 35).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흥하고 패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심판이 되
신다는 뜻이다.
③ 중보의 뜻이 있다(딤전 2:5; 행 7:56).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
의 인격들을 변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
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1,
2).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뜻 이상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중보 하신다는
것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속죄 봉사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것은
그 이상이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우리
의 거처가 되시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순간이라도 예수 안에서 나와
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
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
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
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대쟁투의 종말 때에 중보자 없이 하
나님 앞에 설 때도, 성소에서 중보사업을 하시는 중보자는 없어도, 예수께서 그리
스도인의 처소가 된 그 중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는 때는 결코 한 순간도 없다.
④ 부활하신 분의 실상을 나타낸다(마 17:9; 막 9:9).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인자로서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하신 것
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
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고 하셔서 그
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나 살과 뼈가 있는 몸, 곧 인자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인도 부활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
다. 그렇게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다. 스데반
은 순교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56).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
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라고 하셨을 때 이런 의미를 나타내신 것이다.
⑤ 재림하실 때의 실상임을 말씀하셨다(마 26:64; 막 14:62; 눅 22:69; 마 16:28;
24:44).
예수께서는 재림하는 분이 인자라고 하셨다. 인자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인자로 계시면서 성소에서 중보의 봉사를 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인
자로 세상에 오신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며
만날 것이다. 성도들이 그분을 뵐 때에 낯 선 분을 뵙는 것 같지 않고 아주 친근하
게 잘 아는 분으로 환영하며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다.
⑥ 예수께서 자칭호로 인자를 택한 이유.
이 칭호에 대한 시비가 학자들 간에 많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니엘
7장에 그 근거가 있음을 본다(단 7:13, 14). 이곳의 인자는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이며 온 세상을 정복하신 자이다. 그러면서 맹수로 표현된 세상 나라와 대
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와 행복을 인자가 그 통치자라는 표현으로
함축하였다. 이것은 예수 당시 유대 사회에 희망적으로 퍼져있는 사상이었다. 이
것이 희망적으로 된 이유는 BC 70년경 후로부터 인자에 대한 글들에 많이 나와
유대인 사회에 애독되었다. 그 중에 “에녹서”는 대표적인 것인데 그곳에는 인자
를 하나님 보좌 곁에서 대적들을 쳐부수고 승리의 권능을 떨칠 날을 기다리는 신
적이며 선재적 존재로 묘사했다. 예수께서 그 시대에 전달하려고 했던 문제는 말
로 된 사상이나 교훈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당면과제를 가장 효과 있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인상 깊은 칭호
를 택하는 것이 요긴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또 외경 “에녹서” 등을 통해 예수님
의 존재와 사명을 명료하게 잘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이미 인자가 그 사회에 널리
소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선
택받은 사람들은 인자의 이름이 자기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것이며,
축복과 찬미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
고, 죄인들을 지상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인자가 보좌에 앉았고, 모든 악이 그의
앞에서 물러갔기 때문에, 그 후로는 지상에서 부패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의
말씀은 주님 앞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에녹 1서 69:26~29). 에녹서는 기
원전 200년경에 나온 문서이다. 이 글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읽힌 인기 있는
글이었다. 예수께서는 다니엘서 뿐 아니라 당시에 이런 인기 있는 글들에서 묘사
하여 대중들 사이에 깊은 인상을 준 주인공인 “인자”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적용하신 것이다. 물론 이런 외경들이 “인자”를 권능의 주인공으로 쓴 것은 다니
엘서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님은 친히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분
으로서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칭호를 자칭호로 사용하신
것이며 그렇게 하여 주께서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인상을 확실하게 하신 것
이다. 예수께서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고난당하는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인자
에 대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
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
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요 12:34). 이 칭호를 사용하시므
로 예수께서는 대중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으신 것이 확실하다.
(5) 임마누엘(laeWnM;[i=!Emmanouhvl)
이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
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
되어 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사야의 예언보다 더 오래된 근거는 출애굽기 25장 8절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그

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에
게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한 것이
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성소,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
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
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셨는데, “거하신다”는 ‘에스케노센
(

)’인데 ‘스케노오(skhnovw)’의 과거형이다. 이 단어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을 천막으로 삼아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으로 출애굽기 25:8의 성
취임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
하시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의 연장선에서 에스겔은 새 예루살렘
을 여호와 삼마라 칭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겔 48:35).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현실이 된다고 예언한다. “내가 들으
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1:3,4).
또한 임마누엘은 신인(神人)이신 예수님의 성질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
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다. 사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를 나
타내는 이름이라는 말이다.
(6) 하나님의 아들 (神子)
예수께서 이 칭호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복음적 뜻을 내포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① 윤리적 신앙적 의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셔서 오셨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신분이 아니다. 근본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
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우리게 주신 아들
아기는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하나님이 자
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어 세상에 오시면서(빌 2:6, 7) 하
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이름을 취하여 사람 중의 하나처럼 되신 것이다. 이것은 하
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과 인류는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
이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는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계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은 십계명
중에도 나타난다. 제 5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그가 자녀의 생명과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 17)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규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존재와 생
명의 근본을 부정하는 자는 존재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런 제 5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면 거슬러서
제 4 계명을 더욱 명료하게 깨닫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존재와 생명의 근
본이기 때문인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근원의 근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를 공경하고 경
배하는 일은 이러한 윤리적 신앙적 의미를 드러내신 것이다.
② 사명적 의미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다. 누구든
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하나
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면 아버지
도 알았으리라”(요 8:19)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일 5:1)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 이것은 태초에 창
조하실 때부터 그랬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
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
느니라”(요일 2:23).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
려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분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에 아들로 주신바 된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런 복음
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가르쳐주신 것이다(마
16:16, 17).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 33)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세
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고백하
는 삶을 살았으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시인하신다는 말씀이다. 이 사람들이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
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는 선포를 들을 것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이와 같은 사실을 성전 세(稅)
내는 사건에서 확인해 주셨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
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

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
인에게니 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 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마
17:24~26).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
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27)는 말씀에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세는 내지 않을 특권이 있는 자라
고 가르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베드로를 동일시 하셨다는 말
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가
.
③ 탄생의 비밀을 드러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에는 탄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아
담의 후손으로 탄생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창 3:15). 여
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상관없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힘 있게 강조하며 예
언 계시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 문제를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계
시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
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
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
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
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
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
라”(눅 1:26~35).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혀 기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
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
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18~25).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으
로 여자의 태를 빌려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 그의 생명은 아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요 1:4).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으로 탄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요 1:13). 그는 성령으로 탄
생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친히 하신 말씀대로 영이시다
(요 3:6). 예수님의 이런 탄생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
나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며,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6)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 사실을 깨닫는 것
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죄를 짓

지 않았다. 죄를 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
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
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는 이런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는 이름에도 이런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④ 삼위일체 신성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또한 그가 신성(神性)인 것을 주장하는 칭
호이다. 그는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신성의 한 위(位)로서 아버지 하나님
과 함께 계셨음을 주장하는 칭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
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그러므로 이 칭호는
예수님의 선재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칭호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6절에 나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내
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
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
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
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
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
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
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
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 10:28~3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근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었는데, 아담이
에덴동산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원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채 암흑 속에서 방황하며 영원한 멸절의 날
을 고난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친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
좌를 떠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되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측
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예수를 아는 것
1) 체험적 지식
참되게 아는 것은 믿는 일에 의하여 가능하다. 안셀무스(Anselmus, 1033~1109)
는 “신앙은 지식에 선재한다.”는 명제를 집요하게 추구하였고 또한 사실이 그렇
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
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
는 안다는 사실은 관념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 체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체험적 앎은 바로 영생인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이 몇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노스코”(ginwvskw)와 “에이도”(ei[dw)
이다. 그런데 “에이도”는 심적 과정에 의하여 아는 것, 초경험적 직관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이상근 요한복음 21:15~17 주석 참고). 물론 이
것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5, 16)라고
대답할 때 처음 두 번 “아시나이다”라는 말이 “오이다”이다. 그래도 계속 묻는 예
수님께 세 번째 대답에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모든 것을 아시오매”의 아신다는 말은 “오이다스(oi\da";;; 에
이도 ei[dw의 직설, 2완료형인데 현재로 쓰인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는데 두 번째 “아시나이다”는 말은 ‘기노스
코-’이다. 그래서 ‘전지하신 주님이 그 전지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
지만, 또한 나를 겪어보셔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다. 아
무튼 이 ‘오이다’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全知)
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
면 본능 같은, 안 배워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노스

코-”는 경험과 관찰에 의하여 아는 것, 즉 체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체험이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노스코”
가 쓰인 다른 경우들을 살펴보자.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에 “동침”이라고 번역
된 말이 “기노스코”이다. 아니하더니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기노스코를 부정하
는 말이 앞에 붙어야 한다 그래서 “우 기노스코(ouv ginwvskw) ”(원문대로는
, 삼인칭 단수 미완료형)이다. 즉 체험적으로

우크

에기노스켄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에서 “알지 못하니”도 역시 “우 기노스코
(



)”이다. 즉 남성을 성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같은

예는 구약성경에서도 발견된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 동침은 히브리어 “야다”([d'y:)로서 안다는 말이며 17절과 25절에도 같은 말이요, 사무엘상 1장 19절
과 열왕기상 1장 4절에도 같은 말이 쓰였다. 이 “야-다”는 70인역 헬라어 구약에
서 “기노스코”로 번역되었고 역시 체험적 지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말들의
가장 구체적인 예로 남녀가 결혼하여 성생활을 통하여 피차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은 상태의 앎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잘 설명하였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라”(엡 5:31~32). 영생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예수와 결혼생
활을 하는 상태의 체험적 앎이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
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
호와를 알리라”(호 2:19, 20 - ‘야-다’, 즉 체험적으로 알다). 체험은 객관적 사실
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주관성이 강한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

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의미의 결합을 통하여 온전히 그를 체험할 것이다. 아무
도 내 대신 체험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앎의 실상을 확실히 가르치
기 위하여 예수님과 교회 곧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시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시집가서 그의 아내가 되어
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호세아 2:19,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2)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은 깨달았는데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
게 되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
데 거하신다”(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 이상
의 뜻이 있다. 오늘날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처럼 우리에게 육신으로 부딪쳐
온다는 말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오늘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체험시킨다. 요한복음 15장 4~7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
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즉 그의 말씀과 그분은 꼭 같다. “예수의 인격의 영향
력은 신약성경의 영향력과 동등한 것이다”(F. F. Bruce). 하필 신약성경뿐이겠는
가. 성경 전체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인격의 영향력과 동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확실한가를 그의
부활 후에 분명히 보여 주셨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타났다. 예수께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두 제자가 실망과 낙담 중에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는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로에 동행인으로 끼어드셨다.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강하게 집착했으며 부활은 생각도 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부활한 그리스도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어쩌면 부활하
신 신령한 몸으로(고전 15:44)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

리라. 그래서 그들은 슬프고 절망적인 푸념을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부활
하신 그들의 선생이라고 직접 밝히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의 미련하고 더디 믿
는 일을 나무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 주셨고 마침내 식탁
에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그 자리
를 떠나고 없었다. 얼마나 약속한 일인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던 당시도 제자들이 그의 실
체를 보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한 것이다. 그
를 직접 만지고 부딪쳐 확인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함
을 설명하는 사건이다.
이 일 후에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그의 상처를 피부 감각을
통하여 확인하게 한 다음 “예수께서 사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
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복된 자로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도마를 인하여 감사한다.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또 말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직접 연구하면서 도마가 의심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의 믿는 바를 확인하려는 참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어디서 만나겠는
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요한복음 14:6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천금 같은
말씀도 도마의 의심쩍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도마가 주여 가시는 곳
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후에 나는 도마를 의심장이라 하지 않
고 확인주의자라고 한다. 그의 이런 확인 사실로 하여 우리는 새삼스럽게 확인하
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덕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우리는 기록된 말
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5. 예수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은 죄로 비생명(非生命), 비
존재(非存在)가 된 인간을 다시 참 생명과 존재로 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
이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곧 재창조인 것이다.
비생명, 비존재라는 말은 생소한 말일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죄를 설명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것을 거절한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 다’는 말씀은(창 2:17),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
던 것처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
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선고
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창조되기 전의 상태
인 흙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존재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아담 안
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흙으로 돌
아갈 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흙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함께 존
재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이나 그의 모든 후손은 이미 존재를 상실한 자
들이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엡 4:18)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므로 구속이 될 것을 보증하시고 그 일이 이룰 수 있도록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없으며, 있으나 영원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나
는 비생명, 비존재라고 표현한다.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아담의 후손의 진상이다.
이것이 바로 죄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참 생
명과 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창조주였을지라도(요 1:3) 재창조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들인가?
1) 예수는 유일한 신인(神人)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그의 한 개체 안에 혼연 일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3위 중에서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① 예수님은 하나님(神)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 14). “또 아는 것은 하
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
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
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딛 2:13).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
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
라”(요 5:17, 18)는 말씀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
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
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
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
라”(요 10:28~33).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유대인의 이
해를 보라.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
실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가장 참된 의미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요 1:1의 말씀의 헬라어 구문(構文)을 문제 삼고 예수가 아버지 와
동등한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
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원문
을 옮기면 이렇다. “jEn엔 ajrch알케 '/ h\n엔 o호 J lovgo"로고스, kai카 이 ; oJ호 lovgo"로고스
h\n엔 pro;"프로스 to;n톤 qeovn,떼온, kai카이 ; qeo;"떼오스 h\n엔 oJ호 lovgo".로고스 ” 이 문
장에서 밑줄을 치고 글씨를 눕혀놓은 낱말이 “qeo;"”떼오스 ,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
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호 oJ”가 없다.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야 참 하나님을 뜻

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관사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니고 “하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
는 'a god'이라고 번역했고 한글 번역에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 그러
므로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신성을 소유한 피조
물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전제를
확정해놓고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
는 주장이다. 그 주장을 따른다면 성경은 다신론을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은 결코 그런 계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려는 마음 없
이 헬라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그
렇게 정관사를 붙이면 그 앞에 굵은 글씨로 쓴 ‘to;n qeovn톤 떼온(그 하나님)’과 완
전히 동일 존재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이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되어 한 존재만 있는 것이지 두 구별된 개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qeo;"에 정관사를 쓰지 않고 단어의 순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바꾸
어 놓았다. 즉 ‘하나님은 그 말씀이다’라는 순서로 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동일 개체가 되어 버린다. 이런 어순에서 ‘ oJ
lovgo"호

로고스 '와

‘qeo;"

떼오스 ’는

동격(同格)이 된다. Colwell이라는 학자가 코이

네 헬라어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서술적 명사는
보통 관사를 가진다. 그러나 서술적 명사가 동사 앞에 나오면 관사가 떨어진다.”
이것을 Colwell의 법칙이라고 한다. ‘qeo;" h\n oJ lovgo"’에서 ‘qeo;"’는 ‘oJ
lovgo"’를 설명하는 서술 명사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문장 구조로 분명하게 정
리한 것이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qeo;"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는다고 ‘하나의 하나님(a god)’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1: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에서 ‘본래 하나
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원어에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여기도 ‘하나의 하나님 a god’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神)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주장은 전혀 이치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디도서 2:13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개역 한글판의 “우리
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바른 번역이다.
“prosdecovmenoi 프 로 스 데 코 메 노 이 th;n 텐 makarivan 마 카 리 안 ejlpivda 엘 피 다 kai; 카 이
ejpifavneian에피팜네이안 th'"테스 dovxh"독세스 tou투 ' megavlou메갈루 qeou떼우 ' kai;카이
swth'ro"소테로스 hJmw'n헤몬 Cristou크리스투 ' jIhsou',이에수 ”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본문을 두 위격으로 보고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석한다(De Wette, Scott, White, Winer, Guthrie).
㉡ 본문을 한 위격으로 보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고 주장한다(Lenski, Simpson, Robertson, Hendriksen, NIV, RSV). 두 견해 중
후자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투tou'
메갈루megavlou 떼우qeou' 카이kai; 소테로스swth'ro" 헤몬hJmw'n’에서 ‘카이kai’로 연결된
‘메갈루 떼우megavlou qeou'’(크신 하나님)와 ‘소테로스swth'ro"(구주)’는 ‘크신 하나님tou'
megavlou qeou'’에

쓰인 관사 ‘투 tou'’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tou' megavlou qeou' kai; swth'ro" hJmw'n’에서 카이kai;양쪽에 있는 단어 ‘메갈
루 떼우(크신 하나님)’와 ‘소테로스(구주)’는 한 정관사 ‘투’에 의하여 수식을 받는
다. 이런 경우 이 두 단어는 동격(同格)이 된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는 동일하신 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한 사람이
Granbil Sharp이다. 그래서 이 법칙을 그랜빌 샤프 법칙이라고 말한다.
이 장황한 설명의 결론은 어떤 사람들이 원어를 따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일 뿐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
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
엘이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②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된 의미로 사람이시다. 어떤 고대 이단들의 주장처럼 가현하신 것이
아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 다만 가현(假現)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증으로 쓴 내용이다. 예수님은 물과 피
로 임하신 즉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주장한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
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심을 여러 모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복음서
의 시작인 마태복음에는 인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를 처음부터 소개하여 그가
인간중의 한 사람으로 오신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족보도 호적도
다 있는 생활인으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곤하셨다(요 4:6). 그는 시장
하셨다(마 21:18). 그는 주무셨다(마 8:24). 이런 것은 인간의 성정을 보여주는
면모들이다. 또한 친히 인자라고 칭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행 10:42). “자녀들과 한 모양으로 함
께 혈육에 속하”였고(히 2:14).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19).
육신이 되신 말씀이며(요 1:14),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특히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소개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신 참 사람이시다. 그 이유는 무엇
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전체의 목적이 바로 이 이유를 연구하는 것이지
만 간단히 말한다면 인간은 사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하나
님 예수를 통하여 인간을 만나시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
다”(소망 24). 예수는 홀로 신성과 인성의 일체로서 인간 안에 거하신 참 하나님
이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인간이시다.
그의 육신은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이었다(롬 8:3).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 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
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소망 48).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심
으로 인류의 머리의 지위를 취하여야 하셨으나 인간의 죄성은 취하지 않으셨다”
(5BC 925).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죄가 없
었다는 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신비

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5BC
1128).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리스도를 죄의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제시하지 말라.
한순간이라도 그의 안에는 악의 성향이 없었다, 그는 죄를 범하실 수도 있었고 타
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 분 안에는 한순간이라도 악한 성향이 없으셨다. 어떤 방법
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
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치도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BC 1128).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한 죄 없으심에 관하
여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이어야 하며 대속 제물이
신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심과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
다. 영혼이 흑암에 둘러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일이다”(1기
별, 25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
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
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
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
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
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소망 25).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
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소망 25).
2) 예수는 유일하신 부활자이시다.

신성의 3위 중에 죽음을 맛보시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한 개념이다. 죽는 일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죽은 일이 있었다는 말
이 된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계 1:18).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
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
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18).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요 11:25).
예수님의 사망은 인류의 사망과 직결된다.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롬 5:12)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고후 5:21)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예
외 없이 다 죽었다(고전 15:22).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인하여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사망 집행 유예의 은혜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그들에게 참
생명인 영생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났다(엡 4:18). 하나님의 생명에
서 떠난 것을 진정한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레 17:11, 14) 은혜로 허락하시고 육체의
생명이 호흡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사랑을 베
푸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된
아담의 모든 후손을 대신하여 그 죽음을 당하시므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 예수
안에서 처리되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
은 것이라”(고후 5:14).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
리라”(고전 15:22)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

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하
심이라”(히 2:14, 15).
예수님이 만일 그 큰 사랑의 희생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을지라도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으면 인류는 여전히 절망과 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님은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진정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주가 되셨다. 또한 이 부활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3, 4). 사망은 이김에 삼킨바 되고(고전
15:54), 생명은 영원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
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므로(고전 15:20~22)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있을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사망에 매인 인간에게는 다시없는 소망이다(행 23:6).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절망과 사망의 역사가 희
망과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하셨다. 그러므
로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은 현재와 미래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무적인
보증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무덤에서 실제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기이기 여기
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

리라”(요 5:28, 29).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만 더 직
접적인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의 음성을 통하여 듣
게 된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3) 예수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사람이라고 하면 죄투성이
라는 인상부터 든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죄 없는 인격과 죄 없
는 생애를 한 것이 특성이다. 그는 사람의 환경과 제도와 그들의 시간 속에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33년을 생활인으로 사셨으나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
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
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벧전
2:21,22),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
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
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
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
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
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로서 났음이라”(요일 3:5~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이시다. 그
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
으며, 위의 말씀에 의하여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과 생활에 전혀 죄가 없으므로 죄인을 대속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그는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으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망과 상관없으시다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
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결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
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
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

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 그날을 살아갔다. 예
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들일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
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
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또는 칭찬이나
비난도 그릇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를 유인할 수 없었다. 그는 악을 식별하는 일
에 지혜로웠고 또한 그 악을 대항하는 일에는 강하였다.”(소망 71, 72). “그리스
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정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이 그가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계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소망 72). 예수 그리스도는 생활상 이루어지는 활동에서는 물론
그의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
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대쟁투, 623). 예수께서 이와 같이 사신 것은 예
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보증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때 그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
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님
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본이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히 12:4). 예수 그
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으로도 범죄치 않는 삶을 사신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죄와 싸우면 “넉넉히 이긴다”(롬 8:34~39).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설립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죄의 인류를 구원할 모든 사업을 다 이루시고 그 길을 우리
에게 끼쳐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그의 교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으며(행 20:28),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
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20). 모퉁이 돌이란 집 양면에 걸리는 돌이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
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므로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기초석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 안
에서 하늘과 세상은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교회가 된 것이다.
이 교회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되었다. 몸의 조직과 교회의 조직이 기능상 동일하
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성원들인 교
인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엡 1:22,23; 4:16; 골 1:18; 고전 12:12~31; 롬
12:4,5)
몸은 유기체(有機體)이다. 유기체는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
지게 된 조직체인데 곧, 생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한 목적 아래 통일되어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다. 생물의 이런 삶을 국가와 사회 등에 적용
시키며 그것들을 유기적 관계라고 말한다. 그런데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성
경은 직접적으로 교회가 몸의 구조라고 계시한다.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은 제 기능을 다하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 지체
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하다. 지체가 병들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몸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은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엡
4:11~14). 우리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허는 지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원래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명이 있는 동안 자
기가 생활하는 모든 범위에서 숨 쉬는 것처럼 명심하고 건강한 지체의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관인 교회의 최종 구성은 하늘나라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12 보석으로 된 12 기초 석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인 12 성문은 각각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성문들
에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현판으로 걸려 있다.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
씩 네모가 반듯한 성이며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며 성벽의 너비는 144 규빗
이다. 12 기초 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 복음이 12 사도에 의하여 전파되고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기초가 놓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적
설명이다. 12 성문에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은 그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가 기초를 놓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원한 이스
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최종 구
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이 땅에서도 정금 같은 존재들이 되어
야 한다(욥 23:10; 사 13:12).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벽이 유리 같은 정금으로 구
성된 것이다.
6. 예수의 시대 배경
1) 팔레스타인(Palestine)의 지리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블레셋”인이 사는 땅이란 뜻이다.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며(출 3:8; 민 13:27),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렘 2:7),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
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신

28:15, 23, 24). 그래서 이 땅은 옥토보다는 건조하고 토박한 사막과 광야가 더
많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땅은 남북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까지”(삿 20:1). 불과 240㎞ 정도이며 동
서로 가장 먼 거리가 120㎞ 정도, 좁은 곳은 40㎞ 정도이며, 그 면적이 불과
30,000㎢(12,000평방마일)로서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의 2배 정도이다. 강원도
전체 면적은 16,562.47㎢이다.
팔레스타인은 비옥한 언월지대(偃月地帶 - Fertile Crescent - 이 지역은 아라
비아 반도 북단의 경작 지대이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시리아 계곡과 애굽 경계
선까지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땅을 말함)의 서쪽 끝에 놓여 있다.
2) 자연적인 구분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은 가장 다양한 땅의 하나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
가면서 네 지방으로 구분되어 진다.
① 해안지대 : 이것은 블레셋(Philistia) 평원과 갈멜산이 있는 지점까지 뻗친 샤
론(Sharon) 평원과 북쪽으로 뻗어 있는 악고(Acco)와 베니게(Pheonicia) 평원을
포함하고 있다. 평원 남단에는 유대 산악지대로 향한 스블라(Shephelah) 언덕이
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옥토이다.
② 중앙고원 지대 : 이곳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꿰뚫고 있으며 곳곳이 낮은 땅으로
인하여 허리가 끊겨 있다. 남쪽에는 유대 산악지대가 있으며, 900m이상으로 높
다. 이것이 한번 낮은 지대로 끊긴 다음 중앙 고원지대인 에브라임(Ephraim) 산
악지대가 있다. 여기에는 세겜(Shechem) 양편에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이 있다. 이
지대와 갈릴리의 언덕을 가르는 한 계곡이 갈멜 산 남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뻗
치고 있다. 그 서쪽 끝에는 에스드렐론(Esdraelon) 평원이 있고, 동쪽 끝에는 이
스르엘(Jezreel) 계곡이 있다. 이 계곡 남쪽에는 길보아 산이 서 있다. 나사렛에
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위쪽 갈릴리 지방같이 높지는 않다. 이곳의 해안 평야는
대단히 좁으며 이런 까닭으로 베니게 사람들은 언제나 바다를 의뢰하여 커다란
해상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유대 산악 지대 남쪽에 있는 네겝(Negeb)은 비록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도, 브엘세바와 가데스바네아 사이에 놓여 있다. 그 곳
은 강우량이 적으므로 경작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목축지대로는 이용되었다.

③ 요단 저지대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을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고 계속 홍해까지 이르는 깊은 골
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요단강의 발원은 레바논과 안티레바논(Anti-Lebanon)
산에 있으며 처음에는 “메롬의 물”(Waters of Merom)이라는 소택 같은 작은 호
수를 이루는데 이것은 ‘훌라 호수’(Lake Huleh)로 불리기도 한다. 크기는 길이가
4.8㎞(3 miles), 나비가 3.2㎞(2 miles)이며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4.8m 정도였
다고 한다.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16㎞ 지점에 있다. 요단강은 이 메롬
의 물을 지나 갈릴리 바다를 통해 사해에 이르고 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685피트(약 205m) 낮으며, 깊이는 39m~44m이
고 길이는 19.2㎞ 나비가 9.6㎞에서 11㎞이다.
이 호수는 요단강이 흘러 들어오는 편과 흘러 나가는 편을 제하고 산으로 둘러 싸
여 있으며 때때로 이 산들에서 강한 바람이 호수로 내려 분다(막 4:35~41; 마
8:23~27; 14:23~33). 서편은 언덕이 낮으며 사방 6.4㎢의 평야가 있고 이것은
갈릴리의 화원으로 알려져 1년 중 10개월 동안 과일이 끊일 때가 없었다고 한다.
이 바다에는 어종이 많고 고기도 많아 어부들의 보고(寶庫)였다.
이 호수는 구약에서 ‘긴네렛 바다’(민 34:11; 수 13:27)로 불렸으며,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눅 5:1), ‘디베랴 바다’(요 6:1; 21:1)라고도 불렀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의 요단강은 몹시 꾸불꾸불하게 흐르는데 사행천(蛇行
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한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큰 뱀이 푸른
숲 사이로 기어 간 것 같다. 강의 길이는 직선으로는 216㎞이나 굴곡을 따라서는
400㎞이상이다. 이 지방 전체의 남북 길이가 240㎞인데 비해 그 지역 내에 흐르
는 강의 길이가 400㎞라면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강변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 있으며 강가는 비교적 물이 얕다. 강물이
사해에 가까이 이르면 요단 계곡은 넓어진다. 이곳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곳은 몹
시 더운 곳이며 이곳의 식물은 거의가 다 열대 식물이다.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해면보다 387.6m나 낮고 평균 깊이는 360m나 된다. 남쪽 하부에는
“텅”(Tongue-혀)이라 부르는 반도가 있으며 서쪽은 절벽을 이루는데 높은 곳은
450m이상이며 동편은 산이 둘렀는데 높은 것은 760m가량이다. 바다 남쪽은 아

주 얕다. 요단강 물이 북쪽에서 들어오나 흘러 나가는 곳이 없다. 지형이 깊고 햇
볕이 강하므로 증발이 급히 되어 예로부터 항상 흘러 들어오지만 사해의 수량을
변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해의 염분은 다른 바다 물보다 5배나 강하다. 그
바다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크기는 길이가 75㎞, 나비가 15~16㎞
이며, 사해 서쪽엔 유대 광야가 있고 엔게디 굴이 있으며 쿰란(Qumran)과 무랍
바아트(Murabbaat)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은 유명하다.
이와 같이 하여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큰 강인 요단강은 끝이 나는데 요단이란 아
래로 흐른다는 뜻이며 상류는 맑으나 하류는 흐리다.
④ 요단 동부 고원 지대
이 지역은 높은 고원 지대로서 야르묵(Yarmuk)강, 얍복(Jabbok)강, 아르논
(Arnon)강, 세렛(Zered)강 등 네 강에 의해서 구분된다. 아르논강과 세렛강은 깊
은 골짜기들을 통해 흘러가는데 이것들이 그 지대의 구분을 뚜렷이 드러내 보여
준다. 야르묵 북쪽에는 바산(Bashan)이 있으며 이것 너머엔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 눈을 볼 수 있는 안티 레바논산이 헤르몬산과 함께 있다. 야르묵과 얍복강 사
이에는 ‘길르앗’ 지방이 있으며 얍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는 ‘갓’과 ‘르우벤’ 지방
이 있다. 이 지방은 가끔 동부로부터 암몬 사람들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 이곳에
“느보”산이 있고 아르논강과 세렛강 사이에 모압 지방이 있으며 세렛강 남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았다. 이 동부 고원 지대와 중앙 고원지대를, 그 사이에 있는 요단
저지대가 뚜렷이 잘라 놓아 동부 지역은 아주 고립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러한 지리적 구조 때문에 뜨겁고 찬 두 가지 기후가 있고 이에 따
라 한대(寒帶)와 온대(溫帶)의 생산물이 산출어서 온 세계 생산물의 표본을 보여
주는 인상을 준다.
포도주, 기름, 밀, 보리, 향유, 나맥, 포도, 석류, 무화과, 야자, 참나무, 히말라야
삼(杉)나무, 전나무, 소나무, 도금양(화석류), 편도(아몬드), 올리브, 목재, 가축,
양, 염소 등이 고대의 주산물이었다. 성경에는 팔레스타인의 동물과 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세계 어느 곳의 사람이든지 잘 아는 동식물 몇 가
지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우주적인 책이 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3) 하나님의 계획
이상 살펴본 대로 많은 자연적인 장벽 때문에 교통은 아주 불편했으며 주위의 대
국들과 격리되어 있었다. 다만 주요 도로 하나가 이 지역을 꿰뚫고 있는데 전쟁
때에는 이웃 국가들의 군사들이, 평화 때에는 대상들이 이 도로를 이용했다. 즉
이 지방은 고대에 있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지역을 택하여 복의 기관을 두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을 삼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이 뜻은 잘 나타나 있
다. 즉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어
떤 학자들은 컴퍼스(compass)를 팔레스타인 중심에 두고 원을 그려보면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 이 지역이 삼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정치적 사회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세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태를 간단히 일별해 보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의 역사이다. 유대인이 사로잡힌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살펴보면,
a) 바벨론의 통치, 52년간 (BC 588~536)
b) 파사의 통치, 206년간 (BC 536~330)
c) 헬라의 통치, 9년간 (BC 330~321)
d) 애굽의 통치, 123년간 (BC 321~198)
e) 시리아의 통치, 32년간 (BC 198~166)
f) 마카비의 독립, 126년간 (BC 166~40)
g) 로마의 통치, 110년간 (BC 40~AD 70)
이렇게 532년 동안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았다.
(1) 국제적 상태
예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세계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다.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구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

란과 전쟁이 없으므로 안정된 상태였으며 이것이 복음을 신속히 전파하게 한 이
유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잘 융합되어 있었다.
헬라의 모든 식민지는 헬라화 정책으로 인하여 헬라 문명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
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비록 정치와 군사로 헬라를 정복했으나 오히려 문화적
으로는 헬라에 정복되었다. 국제통용어는 헬라어였다. 이때 모든 민족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헬라어는 언어 구조가 간단 보편화 되었는데 이 시대의 헬라어를 “코
이네 그릭”(Koine Greek = Common Greek)이라고 말한다. 헬라인들은 문화적
으로 교만했다. 그들 이외의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혜를 구하
였다. 유대인들이 종교를 자랑하며 자기 이외의 나라를 ‘이방’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겠다(고전 1:22 참고).
그 당시는 문화어로서는 헬라어가, 정치 법률어로서는 라틴어가, 그리고 유대인
의 말로서는 히브리어(아람어)가 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패에 그 죄
명을 이 세 가지 글로 기록하였다(요 19:20).
정치적 안정과 평화의 실현은 중앙의 정책이 신속하게 모든 식민지에 이르도록
된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교통의 편리와 안전이 보장되었을 것은 능히 상상
할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통망이 발달하고 편리해
졌으며 해적이나 도둑이 없어 여행이 안전하였다. 이 모든 사정들은 예수 그리스
도의 구원의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 될 알맞은 조건들이 되었다. 로마의 정치적 통
일과 평화의 정착은 상업을 육성하게 되었고, 교통을 발달하게 하였으며 국제적
언어를 통일되게 하였다. 국제적으로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을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신 신앙에 관심을 촉발하였으며,
또한 동방 세계의 숙명론과 절망적 분위기가 서방으로 전달되어서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런 모든 것이 구주께서 오실 분위기를 준비하
였다. 이렇게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종교와 도덕은 기대할 수 없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다.
한 정부의 통치 밑에서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색이 사라져 쉽
게 접근하고 동화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었고, 민족들의 이동이 잦았고, 그 연
유로 각 민족 고유의 신 숭배 신앙이 힘을 잃었다. 또한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도

록 태평스러운 상태는 안일과 사치를 조장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도덕적 부패를
초래했으며 상류층과 부유층은 오락과 방탕에 젖었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은 모두
노예들에게 맡겼다. 노예제도는 부패를 방조하는 폐단의 한 축이 되었다. 반면에
하류층과 일반 서민층은 빈곤과 고통 속에 영일(寧日)이 없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서 행하였음이라”(겔 16:49, 50). 바로 이러한 옛날 소돔성의 죄악이 로마에 가
득하였으며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천국으로 여겼다(롬 14:17).
서민들은 그들의 빈곤과 고통을 위로해 줄 대상을 갈급하였는데 그것은 필연적으
로 종교심을 발로시켰다. 로마의 식민지는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고통이 더욱 심
하였고 그래서 더욱 구세주를 고대하게 하였다. 이러한 심리를 타고 로마에는 미
트라(Mithra)교가 굉장한 인기로 침투되었다. 무적의 태양을 숭배하는 일종의 일
신교였으며 매주 일요일은 태양의 날로 예배일이었고, 12월 25일 즉 동지(冬至)
이삼일 후인 이날은 새로운 태양의 생일 곧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제일이 되었다.
이러한 민심의 동향은 정치가들에게 간파되어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황
제들을 신으로 추앙하여 숭배하도록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했으며 이것은
발전하여 AD 50년 경 부터는 살아 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일
이 있어났다. 사람들은 관념의 신보다 인격신의 현현을 고대하였는데 이런 심정
을 잘 이용한 것이 산 황제의 신격화였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육신이 되신 하나
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2) 유대 나라의 상태
유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독립을 유지하여 번영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하면 유대는 온전한 독립을 소유했던 때가 거의 없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전술한대로 BC 198~166간의 시리아 통치는 폭정의 시대
였고 고통의 시대였다. 시리아의 안티오커스(Antiochus) 왕가는 유대의 헬라화
정책에 혈안이 되었으며 유대의 골수 민족주의자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
의 사상을 존경하는 국민들은 시리아의 이런 정책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리
하여 시리아는 유대교를 불법화 하였고 오경을 파괴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

스의 신당으로 전용하였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BC 168년
경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원정에 실패하고 회정하는 길에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8만 명을 학살했으며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의 방들
은 창녀로 채우고 오경을 가진 자들을 찢어 죽이거나 십자가에 죽이고 할례를 행
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했다. ‘엘르아살’ 노인의 순교담(殉敎談)과 7형제의 순교담
은 이때의 일이며 구약 외경 마카비후서는 이런 사정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결국 유대인들은 분기했다. ‘마타디어스’(Mattathias：마카비가)를 중심으로 독
립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은 시리아 내의 복잡한 사정에 편승하여 성공하였다. 그
들은 시리아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BC 165년 기슬러 (10월) 25일에 다시 정
결케 하고 봉헌을 하였으며 이것은 수전절(修殿節)로 계속 기념일이 되었다(요
10:22). 이후로 한 백년간 겨우 겨우 독립을 유지하였으나 유대의 종교는 성경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서 멀리멀리 떠나 있었다. 아론의 자손에게 이어져야 할 제
사장직은 돈에 의해 누구에게나 매매되었고 그 직분을 매입한 자는 하나님의 뜻
의 집행자가 아니요 이욕의 화신이었다. 민중의 위로와 희망과 구원이었어야 할
종교는 이권의 도구였고 착취의 수단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요 2:16; 마 21:13). 그 반면에 하시딤 사상으로 대두된 경
건주의는 고대 종교의 부흥을 시도한 나머지 지나친 엄격 주의로 나아갔고 결국
그것은 현실주의와 폐쇄주의로 나누어 졌으며 경건은 무거운 짐이 되어 위로와
안식을 갈구하는 영혼들은 종교를 인하여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Pompey)가 유대를 점령하였다(단 8:9 참고). 그래서
마카비 독립 왕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BC 40년경부터는 헤롯(Herod)가(家)
가 로마의 분봉통치로 유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헤롯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성
격으로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이 들면 죽이는 일을 예사로 자행했는데 그
의 모친과 그의 처와 세 아이들이 그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아우구
스도 황제는 ‘헤롯의 돼지가 그 아이들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전해 온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혼란과 타락은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메
시야가 속히 임하기를 학수고대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시기는 무르익은
것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하셨다(갈 4:4).

(3) 유대인의 종파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민중 사이에는 여러 종파가 생겨났다. 정치와 종교가 혼란하
기 때문에 잡다한 사상과 주의 주장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이다. 사두개파는 옛날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소화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달
랐다.
마카비가(家)의 독립 쟁취 초기에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가 일어나 이들은 마카
비가와 동맹하였고 하시딤들은 민족의 회개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하시딤은 바리
새파와 에세네(Essenes)파로 발전하였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파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① 바리새파(Pharisees)
이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속된 민중에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기
타 당파들과도 분리된 자들이다. 이들의 분리사상은 좋은 의도에서 취해졌으나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쳐 지금은 형식주의 또는 율법주의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이 말을 좋아했는지 모를 일이다. 어떤 사
람들은 ‘구별된 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기원은 앞에 말한 대로 하시딤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 회복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율법에 충실하였으나 자칭 ‘참 이스라엘 단원
동지’라고 불렀으며(바베림) 그들 이외의 무리는 ‘암 하레쯔’(땅에 속한 자)라고
불러 속되게 여겼다. 그들은 구약성경 전부를 받아들였으며 부활과 영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행 23:8). 어떻게 하든지 이방 사상과 속화를 막고 모세로부터 전
해진 종교적 전통을 고수 보전하려 했다. 이러한 사상이 지나친 계율주의로 흘러
서 성경과 모세의 사상을 오해하여 사람들을 형식에 얽매이게 이끌게 되었다.
이들의 교육열은 대단한 것이어서 회당에서는 반드시 학교를 경영하게 했고 거기
서 율법을 철저히 교육했으며 기술교육도 겸했다. 이들은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정신으로 기술과 직업교육에 열심이었다. 이러
한 이들의 노력은 보편화되어 유대인들의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았다. 근래에 어

떤 ‘랍비’가 말하기를 세계 인구의 90%가 문맹일 때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문
맹도 없었다고 했다. ‘랍비’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였고 그들은 애국자들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은 6,000~25,000 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민중들에게 압도적인 지
지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
② 사두개파(Sadducees)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들은 옛날의 입장을 대표하면서도 현실을 그대로 인정
하려는 무리들이었는데 국민전체의 0.5%(?)정도였으며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 계
급들이며 귀족이라 할 수 있고 권세 있고 부유했다. 대부분 예루살렘에 집중적으
로 거주하였다.
사두개라는 뜻은 ‘공평하다’, ‘의롭다’라는 “체데크(qd<x,)에서 유래하였다고 말하
는 학자들도 있고, 솔로몬 때의 유명한 대제사장 사독(qwOdx;;)의 후예라는 뜻이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의롭다는 ‘체데크’나 ‘사독’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을 지닌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독의 후예라는 뜻으로 그들의 당파
이름을 지었다하더라도 결국 의로운 자의 당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왕상 1:8, 38). 이들의 기원도 바리새파의 기원과 비슷하
다고 보거나 혹은 바사시대에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유대의 종교 및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 파에 속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리새파와 대립했는데, 바리새인이 종교적인데 반하여, 그
들은 아주 정치적이고 현실적이며 세속적이었다.
비교적 소수였으나, 교양도 있었고,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여 세력을 폈다.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 외에 랍비들의 전승이나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탈무드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현세적으로는 헬라 문
화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서 로마 정부의 헬라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에
잘 협조했다. 그 때문에 마카비 전쟁시대인 종교적, 민족적 혁신 기에는 냉대를
당했는데, 하스몬왕조 (마카비 왕조)가 세속화됨에 따라 세력을 펴고, 이에 비판
적이었던 바리새인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들은 훗날 헤롯 왕조의 친 로마정책과
영합(迎合)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계급으로서 강화되었다. 공회의 의원도

많았다. 따라서 민중으로부터는 인기가 없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부가하고 존
중한 유전(遺傳)을 인정치 않고,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다. 그 결과로,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일체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다(막 12:18; 눅 20:27; 행
23:8). 또한 미래의 심판도 부정하고,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주장하고, 의
지의 자유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과 성경의 해석 적용에는 바리새파와는 아주 달랐다.
③ 열심당(Zealots)
성경에 이들을 셀롯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다. 예수의 12제
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나온다(눅 6:15; 행 1:13). 같은 시몬이 마태복음 10장 4
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 가나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어 ‘카나나이
오스’(Kananai'o")를 음역(音譯)한 셈인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알맞도록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아람어 ‘칸안’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칸안’은 아람어
로 ‘열심당’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국세조사를 할 때 그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로마
독립당이었다(BC 6~4경). 이들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 옹호하며 그 율법
에 철저하고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반란 무력 봉기를 사
양하지 않았다. 가장 잘 알려진 열심당 지도자는 갈릴리인 유다였다(행 5:37). 아
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눅 2:2)는 영을 내렸을 때, 유다가 로마인들에 반
항하여 불행한 폭동을 일으켰다. 요세푸스는 이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
의 투쟁의 시작이었다고 관찰했는데, 이 유다가 가말리엘이 말한 갈릴리의 유다
였다(행 5:34~37).
유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국가가 외세에 지배당하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
었다. 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제압당하였으나 그 무리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
았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A.D. 52~60) 열심당들은 ‘시카리’
(Sicarii, ‘단검 사람들’)라고 알려진 급진적인 집단으로 발전했다. ‘시카리’는 절
기 기간 중에 군중들 틈에 섞여 있다가 그들의 품속에 숨겨온 단검으로 로마 지지
자들을 찔러 죽이기도 하였다.

로마와의 전쟁 동안에(A.D. 66~70) “마사다”에 있는 옛 유대 성으로 도피해서
그 곳을 본부로 삼아서 몰사하기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카리’들이라고
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지 2년 후에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포위했을 때, 그들
은 이방인의 손에 잡혀 죽느니보다는 자결의 길을 택했는데, 그 숫자는 그들의 가
족들을 포함하여 모두 960명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의 반로마 투쟁은 A.D. 70
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끝을 맺었다. 이렇게 집단 항쟁을 하는 일 외에
는 주로 지하 세력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④ 에세네파(Essenes)
이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다음으로 큰
단체였고 민중에게 영향을 끼친 단체였다. 이 에세네라는 뜻은 ‘침묵’ 혹은 ‘경건’
이라고 하며 바리새파와 같이 하시딤에서 발전한 파였다. 그러므로 그 기원은 바
리새파와 같다고 보겠으며 이들은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다. 근래에 발굴된 사해
근방 쿰란과 무랍바트에 그들의 수도원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그 근방 200여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보관했던 문서들이라고 생각
한다.
처음에는 미혼 남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후에 여자도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성전
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코 방문하지 않았고 재물도 죄악적인 사람과 거래하여
수입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보는 결벽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수도원을 세
우고 집단생활을 하였고 농사를 경영했으며 에세네에 입단하려면 3년의 시험기
를 거쳐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면 입단이 허락되었고 그 허락의 표로 호미와 앞치
마와 흰옷을 주었다. 이 시험기를 거치고 입단하여 그들과 함께 공동 식사에 참여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맹세의 서약을 해야 한다. ㉠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겠다. ㉡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 ㉢
자신의 생각으로나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경우나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
지 않겠다. ㉣ 영원히 불의와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고 의인들의 싸움을 싸울 것이
다. ㉤ 모든 사람들 앞에 영원히 진실을 지킬 것이다. ㉥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통
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에 충성한다. ㉦ 만일 자신이 통치자가 된
다면 권세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우월성을 표시하는 어떤 좋은 것도 착

용하지 않을 것이다. ㉧ 영원토록 진리의 애호자가 될 것이며 거짓을 폭로할 것이
다. ㉨ 자기 손을 도둑질 하는데 두지 않을 것이다. ㉩ 거룩하지 않은 이득으로부
터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킬 것이다. ㉪ 공동체 회원들에게는 어떤 비밀도 없을
것이다. ㉫ 죽을지라도 공동체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받은 규율을 전수할 것이다. ㉭ 결코 강도질을 하지 않
을 것이며, 공동체의 문서들과 천사들의 이름을 신중히 보존할 것이다(요세푸스
유대전쟁사 2권 139~142).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한 다음에 비로소 공동체에 가입하여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매일 침례를 행하되 두 사람이 서로 행하였으며 항상 흰옷을 입었고, 금욕,
채식, 고행을 즐겼고 다른 무리와 격리되어 살았다.
그들은 이사야 40장 3절의 광야의 소리를 그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메시야를 고
대하였으나 아론적 메시야와 다윗적 메시야를 따로 따로 기다렸다. 곧 종교적 메
시야와 정치적 메시야를 분리해서 생각하였다. 이런 그들의 사상으로 하여 어떤
학자들은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다고 주장하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성
경적 근거도 없다.
⑤ 헤롯당(Herodians)
헤롯이란 말은 “영웅”이라는 뜻이지만 헤롯당이란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의 이념과 사상을 통하여 그의 통치하에서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보자는 생
각으로 일어난 무리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종파 출신의 유대인들을 포함
한 정치 집단이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의 왕조를 지지하며 외세의 통치보다는 헤
롯의 압제적인 국내적 통치를 더 택하여 유대를 독립하고자 했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 헤롯이 죽고 유대가 로마 총독의 치리로 들어갔을 때, 로마 총독의
통치보다는 헤롯 왕가의 다스림을 통하여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편이 훨씬 낫
다고 생각한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반목이 있었다. 헤롯당은 신약성
경에서 세 번 언급된다(마 22:16, 막 3:6, 12:13).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 중 어떠
한 구절도 헤롯당의 신조에 대해서 명백한 설명은 없다.
⑥ 참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바베림”이라고 불렀다. 실지로 참 이스라엘당이
따로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4) 유대인의 문서들
유대인을 책의 민족이라고 한다. 그들은 성경을 보관한 민족이었고(롬 3:1), 성경
외에도 그들의 사상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석과 구전을 문서로 남겼다. 그
것은 대부분 성경의 설명들이다.
① 토라(Torah)
율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런 뜻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좁게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른다. 토라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다.
한글 성경에 주로 율법이라고 번역되었으며 드물게 교훈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
② 탈굼(Targum)
이 말은 ‘해석’이라는 아람 말인데 히브리어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다, 또는 설
명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탈굼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탈굼의 기원을 느헤미야 8장에서 찾을 수가
있다(느 8:1~12).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서툴렀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낭독하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
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
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
(느 8:7, 8)게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이 아람말로 통역하였다. 탈
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옹겔로스 탈굼은 모세 오경을 번역한 것이고, 요나단
탈굼과 제 1 예루살렘 탈굼은 선지서를 번역한 것이며, 제 2 예루살렘 탈굼은 구
약의 단편들을 번역한 것이다.
③ 탈무드(Talmud)
이것은 교훈집인데 미쉬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으로 유대인의 모든 교훈들을 집대
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4세기 말경에 편찬)과 메소포

타미아에서 나온 것(6세기경까지의 편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팔레스타
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라 부르며, 후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
른다. 탈무드란 ‘교훈’이라는 뜻이다.
㉠ 미쉬나(Mishnah)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탈무드의 본문 편을 ‘미쉬나’(Mishnah)라고 하며(반복
이란 뜻) 랍비들의 율법집이다. 성경의 내용을 아주 세분하여 말로하자면 성경 율
법의 시행세칙 같은 것이다. 이 미쉬나는 6부로 나누어져 있고 6부는 각기 소논
문으로 나누어져 63개의 소론이 있으며 그것은 또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절을 미쉬나라고 한다.
1부, 세라임(Zeraim), 십일조, 종자 등에 관한 법률
2부, 모에드(Moed), 안식일과 절기집회에 관한 법률
3부, 나쉼(Nashim), 혼인에 관한 법률
4부, 네지킨(Nezikin), 법리학
5부, 코다쉼(Kodashim), 희생물에 관한 법률
6부, 토하롯(Toharot), 레위적 순결성 등이다.
미쉬나는 랍비 유다 하나시(Rabbi Judah Hannasi; AD 135~219)가 그의 동료
들과 함께 3세기 초 티베리아에서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미쉬나는 팔
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4세기 동안 구전 형태로 전승된 종교적 혹은
문화적 활동의 유산이다. 유대인의 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미쉬나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게마라(Gemara)
미쉬나는 본문격이고, 게마라(Gemara)가 그 후편에 편집되었는데 이것은 미쉬
나의 해설격이다. ‘게마라’는 학습이라는 뜻이다.
④ 미드라쉬(Midrash)
미쉬나가 모든 구전적 율법과 그 해석들을 제목별로 조직적으로 분류한 교훈집이
라고 한다면 ‘미드라쉬’(Midrash)는 구약성경을 주석하여 편집한 것이다.
미드라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할라카’(Halakah)- 관례 또는 행위 규범
이라는 뜻- 와 ‘학가다’(Haggadah)로 구분된다. ‘할라카’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규정해 놓았고, 즉 문자 그대로 행위 규범의 법조문들이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적기 위하여 사용된 히브리 글자 수가 613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613자의
한 자마다 한 개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상상하여 모세 오경의 율법이 모두 613조
라고 생각하며 그중에 인체 구조가 248부분이라고 생각하여 248조의 적극적 계
율이 있다고 말하며 또한 1년 365일을 따라 365조의 소극적 계율이 있다고 생각
했다. 이것을 종합하여 정리해놓은 것이 할라카이다. ‘학가다’는 ‘할라카’ 외의 모
든 사색한 사상들을 수집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를 신학적으로 해설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천사들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하늘, 창조, 죽음,
영혼 등등에 대한 랍비들의 사상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이며 시적
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흥미가 진진한 것이다. 랍비들이 민중의 신앙의 필요를 따
라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여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랍비 문서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전통을 보전하고 그 민족을 교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은 방해를 끼치기도 했다.
(5) 복음서에 있는 칭호들
복음서에는 우리 귀에 익은 칭호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
펴보자.
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구약 종교의 최고 지도자이며 유대
공회(산헤드린-Sanhedrin) 의장이었다. 그러나 로마 통치 당시는 돈으로 매매되
고 있었다. 산헤드린은 총 72인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족
장 급의 장로 등 세 계층에서 각 24명씩 차지했다. 이 회의의 의장은 '나시'(Nasi,
방백)라고 하는데,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했다. 유대 역사에서 보면 랍
비 힐렐과 샴마이가 2인 체제로 함께 ‘나시’였다고 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
리엘이 ‘나시’였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랍비였다. 누가 ‘나시’를
하든지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주로 대제사장이 이 직
을 맡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마도 예수님을 재판하던 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시’를 맡고 있었던 것 같다. ‘나시’ 아래 심판 장관급인 ‘앗벧딘(Ad Beth Din)’
과 대변인격인 ‘카캄(Chacham)’이 있었다. 이 회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결 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생사여탈권(生死 與奪權)을 가졌었으
나 실제로는 로마 총독의 인준아래서 그 권력이 행사되었다.
② 서기관: 글자 그대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일이 결국 그
들을 율법의 선생이 되게 했다. 이들은 율법사(마 22:36), 율법의 선생(딤전 1:7)
이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탈무드를 깊이 연구하여 해설하고 적용했으며 민중으로
부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마련해야 했다. 이 대답들은 유전을 만들었고 훗날의
서기관들은 이 해설을 이용하여 또 해설하였다. 참신한 맛도 권위도 없었다. 마태
복음 7장 27절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이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
는 자와 같았다고 기록했다. 또한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다(마
23:7, 8).
③ 랍비: ‘나의 주’, ‘나의 선생’이란 말로 경칭 어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다
(요 3:2). 처음에는 대제사장만 그렇게 불렀으나 후에 존경하는 자에게 붙인 경칭
어가 되었고 지금은 유대교의 교직자의 명칭이다.
(6) 유대인의 집회
유대인은 집회의 민족이었다. 전 국민의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모이
는 것이 의무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 행사 위주의 집회였고 지방은
회당 중심으로 집회했다. 회당에는 안식일과 장날에 집회했다. 흩어져 사는 사람
들이 장날에 장보러 모이는 것을 기회로 회당 집회를 열었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
를 했다.
회당(sunagwghv 쉬나고게)은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
400여 곳이 있었다고 한다. 미쉬나에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워야하
는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회당의 기원은 전설에 의하면 에스겔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성전
중심 생활이 포로가 됨으로 해서 깨어지자 포로 된 땅에서 성전 대용으로 회당이
크게 중요해졌고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보존하는 곳이 되었다. 유대인
들은 회당과 안식일이 그들을 그 오랜 이산의 세월동안 지켜 보존해 주었다고 말
한다.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회당은 장로들이 있
었는데 대체로 설립자들이 맡았고 카잔(Chazzan)이라는 집사들이 있었다. 이들
은 회당 관리, 두루마리 보관, 재판에 결정된 형벌의 집행, 회당 학교의 교사였다.
로마는 유대인에게 자치적 재판권을 주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면 그 범한
자가 있는 지방 회당에서 1차 재판을 받아야 했다.
(7) 회당 예배 순서
① 쉐마(Shema)
‘들어라’는 뜻으로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 원전 성경의 첫말이다.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을 암송하였다.
② 기도(shemoneh esreh)
쉐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 즉 18 개의 기도 찬양문이다. 이를 한 주기라
한다. 이 기도 찬양문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길지만 여기에 옮겨본다. 이런 기도
를 했어도 그들은 성경의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쉐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
1.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
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천지의 교사(창조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시옵니다.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
의 방패시여!
2. 당신은 굳세고 강하셔서, 영원히 사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산자들을
붙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옵니다.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죽은 자들
을 살려내시는 분이시여!
3.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경외를 받는 것이 마땅하오며, 당신 이외는
아무도 하나님이 없나이다.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4. 오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토라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지식을 주시는 분
이시여!

5. 오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옛날과 같이(오늘
날) 우리의 시대에(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돌아갑시다.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여!
6.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사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우시사, 당신의 눈앞에서(우리 죄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관대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7.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변호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
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주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이스라
엘의 구속자시여!
8. 우리를 고쳐주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그리
고 당신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하여 치료하여 주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당신의(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여!
9. 금년에 우리를 축복하여주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당신의 보
고에 있는 재물로써 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여주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해마다 축복하시는 분이시여!
10.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큰 뿔(나팔)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유랑민들이 모이도
록 깃발을 올려주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흩어져 있는 당신의(자기) 백
성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시여!
11. 우리의 재판관(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호자들을
태초와 같이 회복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당신 홀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여!
12. 배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통치권(=로마)을 당신이 속히
멸하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시여!
13. 의로운 개종자들에게는 당신의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
는 자들과 함께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의인들
의 신뢰가 되신 분이시여!
14.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
고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시온에게와, 당신의 기름부음을 받은 의로운 자, 다

윗의 집의 왕국에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다윗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건설자이시여!
15. 들어주소서.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당신은 은혜로
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기도를 들으시
는 분이시여!
16. (우리를) 용납하소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시온에 거하소서. 그
래서 당신의 종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는 분이시여!
17. 우리는 당신, 주 우리 하나님이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좋은 것들
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옵기에 당신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여!
18.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축
복하소서. 당신은 복되소이다. 오 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여!
이상이 쉐모네 에스레의 원래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나사렛 사람과 이단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기도문에 더하
여, 11번 자리에 놓았다. 그래서 18개의 기도가 19개로 늘었다. 추가한 11번 기
도문은 이렇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들은 한 순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생명책
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고, 의인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
서.”(신구약 중간사, W. 푀르스터 저; 문희석 옮김, 컨콜디아사, 1975, 서울, 317
쪽).
③ 바라샤(Parashah), 세드림(Sedarim)
이것은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 순서로서(행 13:15) 모세 오경을 154부분으로 나
누어 3년 만에 한번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선택된 7인이 3절씩 분담하
여 낭독하고 1인씩 낭독한 즉시 아람어로 통역했다. 혹은 세드림(Sedarim)이라
고 하여 오경을 54부분으로 1년에 한번 통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④ 하프따라(Haphtarah)
이것은 선지서를 낭독하는 순서(행 13:15)로서 낭독자가 자유롭게 택하여 낭독
할 수 있었다(눅 4:16~22).

⑤ 데레샤(Derashah)
이것은 연구시간인데 낭독한 선지서에 대한 설교 시간이다. 설교자의 앉는 자리
를 모세의 자리(마 23:2)라고 한다(마 4:16~22; 행 13:13~15 참고).
⑥ 축복 기도
제사장이나 윗사람이 참석하면 그들에게 하게 했다. 이 축복 기도는 일반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사용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청중의 대표가 보통
기도로 집회를 끝냈다.
현재 기독교의 예배 순서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 순서를 모방하여 발전시킨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예배는 잘 계획된 순서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신
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제사 중심이었지만, 회
당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순서에 기록된 대로는 찬
미 시간이 없는데, 그들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시편을 찬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순서 어디에 찬미를 불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쉐마 다음이나 쉐모드
에스레 다음에 찬미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마카비가의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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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선은 결혼 관계임

헤롯의 가계
*표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임

* 굵은 선은 결혼 관계임
제 2 장 예수 생애의 기록들
1. 4복음서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넷으로 되어야만 했다”고 교부 이레네우
스(Irenaeus)는 말했다. 이 네 복음서는 조화문제에 있어서 꽤 어려움을 던진다.
특히 공관복음(Synoptic Gospels)의 자료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즉 복음서
의 앞의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3복음서는 각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연구하
는 것을 공관복음 문제(Synoptic problem)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에 틀림없다.
1) 공관복음 문제

1835년 라크만(Lachmann)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의
자료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전에는 대개가 어거스틴(Augustine)의 견해대로 마태
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는 마태의 개요이며 누가는 마태의 보충이라고 생
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신학계에서 대부분 마가 우선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며 본교회(안식일교)에서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⑴ 마가복음은 모두 661절인데 그중 마태복음에 606절이, 누가복음에 320절이
병행하고 마태복음에서 빠진 55절중에서 누가복음이 31절을 취하고 있다.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취택되지 않은 마가복음 내용은 불과 24절 뿐이다. 마가
복음을 105부분으로 나누면 마태복음에 93부분, 누가복음에 81부분, 이 두 복음
서에 빠진 것은 겨우 4부분뿐이다. 게다가 이 유사점들이 약 절반은 문자적으로
공통된다.
⑵ 세 복음서간의 차이점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일치하고 누가복음이
다르거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일치하고 마태복음이 다른 점은 있으나 마태복
음과 누가복음이 일치하고 마가복음이 다른 점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
가 각기 마가에 의존한 증거다.
⑶ 기사의 순서도 그렇다. 즉 기사의 전후 순서가 다른 경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동일하고 마가복음만 다른 경우는 전혀 없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사건 배열의
표본이었음을 뜻한다.
⑷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견해에 따라 정정 보충
한 것이 확실한 듯하다.
⑸ 마가복음은 간략하면서도 오히려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⑹ 문학적 입장에서는 마가복음의 문장은 거칠고 서툰데 비해 마태복음과 누가복
음은 아름답고 풍부하다. 이것은 마가가 뒤에 기록했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마가는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요 마태는 12사도 중 1인이다. 직
접 목격자 된 자가 간접 기자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복음서를 기록
하였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시중들면서(벧전 5:13) 그에게서 들은 말씀을 기록하

였고, 누가는 바울에게서 듣고 먼저 기록된 자료들을 참고하여(눅 1:1~4) 누가복
음을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현재에는 마가복음 우선설의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⑺ 공관복음 자료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① 원복음서 설: 지금 공관복음서가 있기 전에 아람어로 된 원 복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세복음서가 헬라어로 기록
하였고 각기 다른 것은 그들이 각기 얻은 자료에서 왔다는 것이다.
② 구전 설: 이것은 구전을 통하여 각기 현재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③ 상호 의거 설: 이것은 누군가가 먼저 구전에 의해 복음서를 썼고 그 다음 둘은
처음 쓴 것에 의거하여 또 그 다음은 처음과 둘째 것에 의거하여 썼다는 것이다.
④ 단편 설: 이것은 복음서의 자료가 된 여러 단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집해서
오늘의 형태의 복음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⑤ 문서 설: 이것은 공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기록된 문서들이 있어서 그
문서에 의해 오늘의 공관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인데 단편설과 흡사한 점이 있고,
그 문서 중에 2대문서가 마가복음과 Q였다는 것이다.
⑥ 마가복음 우선 설: 이것은 앞에 소개 한 바와 같고 오늘날 가장 많이 지지되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한 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Q란 자료라는 독일어 Quelle의 약자이다. 그리고 이 Q는 사건집이 아니라 교훈
집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기사들은 마가복음
과 Q에서 취하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기사들은 마태는 자

신이 찾은 독특한 자료에서 누가도 자신이 찾은 독특한 자료에서 취하여 기록했
다는 것이다. 마태의 독특한 자료를 M자료, 누가의 독특한 자료를 L자료라고 한
다.
이상 간단히 공관복음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 학자들의 현학욕의 발로일 뿐이다.
2) 4복음서
⑴ 마태복음
사도 마태가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일 것으로 본다. 기록 목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래서 유대인들의 취미를 따라 오경을 모방하여 크게 5대 구분으로 사건을 배열하
였다. 그리고 그 각 구분마다 ‘마치시고(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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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로 끝났다. ㉠ 7:28, ㉡ 11:1, ㉢ 13:53, ㉣ 19:1, ㉤ 26:1, 이상의 절들로
5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 왕임을 애써 나타내고
있다. 마태복음을 읽고 유대인들이 왕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면 예수님이 꼭 당
선되도록 그렇게 기록하였고 또 복음서들 중에는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하였는
데 18회쯤 된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구
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힘써 증거하고 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
을 이룬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였는데, 동정녀 탄생을 말할 때(마 1:22, 23), 동방
박사들이 찾아 왔을 때(마 2:5, 6),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실을 말할 때(마 2:15),
베들레헴 어린이 학살에 대하여 말할 때(마 2:17, 18), 나사렛에서 거주하게 된
사실을 말할 때(마 2:23),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일을 말할 때(마 8:17), 가버나
움에 가서 사신 것을 말할 때(마 4:14), 병을 고치시고 소문내지 말라고 부탁하신
사실을 말할 때(마 12:15~21),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말할 때(마 13:13, 14,
35),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말할 때(마 21:4, 5),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
갈 것을 말할 때(마 26:31, 56),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

26:54),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밭을 산 사실을 말할 때(마 27:9) 등이다. 그는 예수
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야임을 확증하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5대설교로 알려진 대 교훈집이 여섯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다.
① 산상보훈: 5장~7장 -천국의 윤리.
② 사도들에게: 10장 -천국의 전파.
③ 천국 비유: 13장 -천국의 발전.
④ 용서의 교훈: 18장 -천국의 친교.
⑤ 일곱 화 선포: 23장 -천국의 심판
⑥ 말세 설교: 24장 -천국의 완성
⑥은 ⑤의 천국의 심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대 설교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굳이 5대 설교로 보는 것은 모세 5경의 구조를 모방했다는 것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총 28장 1,068절이며 본 교회 성경주석에 구분한 복음서 사건분류표(부록 복음
의 조화)에 의하면 179건 중에 95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 기록은 연대순 사건순도 아니고 주제별로 하였다.
기자 마태는 레위라는 별명을 가졌으며(마 9:9; 10:3; 막 2:14~17; 눅 5:27; 32),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리였다(마 9:9). 그는 유대인이었고 12사도의 한 사람
이었다.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 우선 설에 의하면 마가보다 늦게 기록되었을 것인데 대개
60~70년 사이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우선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40~60년 사이로 본다.
⑵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장소는 로마라고 본다. 기록 목적은 로마인에게 구
세주 예수를 확실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로마제국의 활기
에 맞춰 간결하고 직설적인 행동 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교훈이나 설교가 거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겸손하고 동정 많은 위
대한 봉사자로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다
(벧전 5:13). 그는 베드로를 수종하면서 이 대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파피아스(Papias, AD 100년경)와 이레네우스(Irenaeus, AD
180년경)의 기록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대체적으로 예수님 사건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였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가감하지
않았다. 복음조화에 따라서 179사건 중 79건이 있으며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총 16장 661절이며 인류의 종 예수의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담고 있다.
마가는 별명이 요한(행 12:12, 25:37)이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행 12:12)였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차 전도여행에 동행하였으나, 구브로에서 돌아오고 말았다(행
13:5, 13; 15:36~39).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골 4:10) 훗날에 베드로의 통
역관이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베드로 얘기가 많다. 5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
되었다고 본다.
⑶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린다. 아마 특히
헬라인을 위하여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동정 많은 사람의 아들 곧 사람 예
수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26회, 마17회,
막11회) 기록되었다고 기도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여자들의 활동을 많이 기록하
였다고 여인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그는 예수의 표적에 관심이 많고 4복음서 중 표적을 가장 많이 기록하였으며, 그
의 직업 때문이었든지 의학 술어가 많이 나타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4:38의
“중한 열병”이라고 한 것은 마태나 마가가 그냥 열병이라고 한 표현과는 차이가
나는 표현으로, 당시 의사들이 열병을 구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5:12의 문둥병자에 대한 표현 중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라고 하여 당시 의사들이 행하는 병의 범위와 특성을 의사로서의 관찰로 기록했
다고 말한다. 9:38에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말하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라는 말은 당시에 의사를 청할 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의사라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다
고 원어를 살피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누가는 기록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기록했다(눅 1:1~4). 그는 가장 역
사가적 기록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며 역사적 배경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두를
편지형식으로 시작하였다. 내용이 가장 많고 비유도 표적과 함께 많이 기록되어
있다. 40개의 비유 중 26개와 35개의 표적 중에서 20개가 기록되어 있다. 복음
조화에 따라 179 사건 중 118건이 기록되었고 총 24장 1,149절로서 전체의
66%를 차지하는데 43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다.
누가는 아마 헬라인이었던 듯하다. 그의 직업은 의사(골 4:14)였으며 바울과 동
행하고 동역했다(해 16:10). 신약 중에 세 번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빌레몬서 24절이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의 기자
이며 그의 문체는 아주 유려한 미문이다. 63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본
다.
⑷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다. 그는 온 세계 인류를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
다. 그는 그 허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선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의 신령적, 신학적 의미
를 부연(敷衍)하였으며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학자들은 요한이 공관복음을 읽
은 후 공관복음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공
관복음에 거의 없는 초기 봉사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봉사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네 번의 유월절을 보내신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요한복음이 아니었다
면 예수님 공중봉사의 기간이 1년뿐인 줄로 오해할 뻔하였다. 요한은 ①
2:11~13의 AD 28년의 유월절, ② 5:1에 AD 29년의 유월절, 물론 여기는 이름
없는 절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니라는 설이 강하지만 공생애의 면
모들을 살펴보아 이 절기도 유월절로 보는 견해도 강하다. ③ 6:4의 AD 30년의

유월절, ④ 13:1의 AD 31년 십자가를 지신 유월절이 그것이다. 이로 하여 예수
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중봉사를 하신 사실을 알게 된다. 5장 1절의 명절은 기록
으로만 보면 유월절인지 확실하지 않다. 학자들 사이에는 유월절이라는 견해와
아니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다른 세 번은 분명히 유월절이라고 밝혔는데 5:1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월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깔
벵(Calvin)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유대인의 명절’ 이란 말은 어느 명절을 가리
킨 것인가? 사건의 순서를 따져 본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서 유대를 떠
나셨고,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시던 때는 추수하기 4개월 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는 오순절인 듯하다.” “그러나 많은 정통 학자들은 이 절기
를 유월절이라고 해석한다. 2:13절과 6:4절 사이에 유월절 하나가 더 있어야 예
수님의 공생애(公生涯)가 3년 반으로 확실해지기 때문이다.”(내 사랑하는 책 요
5:1 주석).
복음조화에 따라서 179사건 중에 48건이 기록되었는데 33건이 요한복음에만 있
다. 총 21장 879절로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요한은 많은 예수의 행적 중에
서 자신의 복음서의 목적에 맞는 사건들을 엄격히 선택하여 기록하였다.
① 엄선된 7 표적
ⅰ) 물로 포도즙을 만듦, 2:6~11
ⅱ)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4:46~54
ⅲ) 38년 된 병자 고침, 5:1~9
ⅳ) 5,000명 먹이심, 6:4~13
ⅴ) 물 위를 걸으심, 6:16~21
ⅵ)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치심, 9:1~7
ⅶ) 나사로를 살리심, 11:1~44
이 외에 21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표적까지 8인데, 요한복음 21장은 20
장까지 완성했다가 후에 첨가한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일곱 표적이라고
만 말한다. 원래 계획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② 나는

이다(

ⅰ) 나는 떡이다. 6:35



에고 에이미).

ⅱ) 나는 빛이다. 8:12
ⅲ) 나는 양의 문이다. 10:7
ⅳ) 나는 선한 목자이다. 10:11
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25
ⅵ)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14:6
ⅶ)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5:1



이 외 에 8 장 58 절 에 “아 브라함 나기 전부 터 내가 있느 니라”는 말씀도


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말과 꼭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자존자

(自存者) 되심을 선언하신 말씀이며 여기 7선언이 모두 자존을 나타내는 말이기
도 하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로서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봉사했
으며 복음서도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다.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우레의 아들-이며
(막 3:17)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부였으며 침례 요한
의 제자였다(요 1:35~40). 그는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으며
(요 13:23), 유대인이었고 요한 서신들과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3) 복음서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⑴ 늦게 기록된 이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① 그러므로
복음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았다.
②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
③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잠들게 되자 복음의 보존의 필요를 느끼게 됐다.
④ 이방인들이 신앙하게 됨으로 그들에게 기록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다.
⑤ AD 60년을 전후하여 거짓 복음서들이 양산되어 나와 진정한 복음의 확실한
보존과 전승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들이 이때를 기하여 기록되고 전해지게 된 것이다.
⑵ 복음서의 다양성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다. 각 기

자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금은 성경전서에 포함되어 함께 읽을 수 있
기 때문에 기자의 목적이 달랐다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처음 기록할
때는 그 복음서를 보낼 대상을 기자마다 각각 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그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그렇게 배정하여 기록하였다.
② 객관적 사실의 기록 뿐 아니라 기자의 신앙이 포함되었다.
③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도 각기 본대로 기록하였다.
④ 정확한 전기를 전하려는 것 보다는 신앙의 증거와 신학적 확립을 꾀하였다.
⑤ 생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은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⑶ 복음서의 궁극적 목적
복음서의 궁극적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예
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마지막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
경을 읽어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중요한 것이다.
2. 복음서 외의 기록들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들이 일괄적으로 전해주고 있으나 4복음서 외의 신약 성
경 여기저기에 자료가 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
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구약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
쳐 주는데 곧 예수님이신 것이다.
마태가 특히 그러했듯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
수 바로 그분임을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
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연구하려는 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자료를 풍부하
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 외의 자료는 고대 교부들의 단편들이 있고 화잇 여사의 여러 저서들에 많은
재료가 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엮은 시대의 소망(Desire of Ages)은 비류
(比類)를 찾을 수 없는 명저로 손꼽히며, 치료봉사(Ministry of Healing)는 예수
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실을 중심으로 그의 봉사 생활을 잘 기록하고 있으
며, 실물교훈(Christ's Object Lessons), 산상보훈(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등은 예수님의 비유 해설과 산상보훈 해설을 감명적으로 들려주는
책들이다.
3. 복음조화
복음조화란 4복음서를 일괄하여 사건을 그 일어난 순서를 따라 정리한 것을 말한
다.
이 일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타티아누스(Tatianus, 170년경)인데 그는 ‘디아테
사론’(diatevssaron넷으로 말미암아)이란 이름으로 펴내었다.
이 복음조화는 편자의 주관에 따라 항목이 늘기도 줄기도 하는데 한 사실을 각각
번호를 붙이는 식으로는 300가까운 것도 있다. 그러나 본 교회에서는 모두 179
번까지 나누었으며 본 교회 주석(영문) 제 5권 196~20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
며 본 책 권말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번호는 예수님의 생애, 4복음서를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4. 복음서의 서론
복음서는 각각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 서문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메시야 예수를 증거하는데 알맞은 서문으로 유대인의 자랑인 인물들 곧 아브
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시작으로 하여 그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허두를 삼
았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의 복음서가 간결한 것처럼
간결하게 시작했으며, 누가는 저술가적 태도를 밝히면서 편지형식의 서두를 취하
고 있다.
누가복음의 서문은 (눅 1:1~4)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준다. 첫째로 예
수의 전기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서가 원래 네 편뿐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는 그 붓을 든 사람
들은 목격담을 기록한 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은 칼 바르트의 말

대로 신문에 취재할 수 없는 구속사적 역사(Geschichte)의 사건이 아니라(바르
트는 부활 사건을 그렇게 말했다), 신문기자들이 신문에 게재하도록 취재할 수 있
는 현실적 사건임을 증거한다. 셋째로 누가의 기록은 여러 기록들을 수집하여 참
고하면서 저술하였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확신 위에 서
게 하려는 목적을 알게 한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편집자가 성령이심을 말
씀하셨는데 복음서가 비록 여러 저자들에 의해 많이 기록되었을지라도 결국 네
권으로 모은 것은 성령의 역사임이 틀림없다.
요한복음은 그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서문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서문은 1
장 1절에서 18절까지 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서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선언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된 말은 “함께”라는 말이다. 이것은 “푸로스”(prov")로서 끊임
없는 인격적 교제 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예수님은 성부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다. 또한 그는 창조자임을 선언한다. “지은 것이 하나
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3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
여 그들이 아리우스(Arius, 256~336)의 추종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만일 피조물이라면 예수도
예수가 지었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
신 말씀(

) 이며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는 빛이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

이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생명은 없다. 이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서문의 골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말씀은 일찍이 이스라
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하
나님의 말씀의(출 25:8) 성취로서 육신이 되어 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인
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며, 창세 이후로 나타난 하나님 즉 사람이

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지적한다. “어느 때나(‘본래’라는 헬라 원
어의 뜻)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의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해
설하고 있음을 읽게 된다.

제 3 장 예수의 탄생
1. 예언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
도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의 예정 안에서 예언되어진 존재로 탄생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분이다(행
2:23; 눅 24:25~27, 44).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그의 탄생에 대하여 여러 번 여러
모로 예언했고 기타 그의 생애의 면모를 일일이 예언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최초의 예언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곧 그의 초림(여자의 후손, 갈 4:4),
재림(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의 고난(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고)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내용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즉 육신이 된 사람으로 온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볼찌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처녀에게서 날 것이었다. 또한
그가 탄생할 장소는 베들레헴이며(미 5:2), 시기(時期)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70
이레 기간 중에 탄생할 것이다(단 9:24~26).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라고 말
하였다. 예수께서도 친히 “때가 찼다”(막 1:15)고 선언하셨다. 또한 구세주가 탄
생한 징조로 별이 나타날 것이며(민 24:17),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바칠 것이었

다(시 72:10). 이것은 모두 그의 탄생과 관계된 예언들이다. 이 외에도 그의 생애
의 사건을 예언한 구체적인 말씀이 아주 많다. 그중에 50가지만 부록에 실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진정 구세주이시다. 어떤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어떤
종교적 천재가 구약을 읽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다. 어찌 태어나는
일과 태어날 장소까지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말인가?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경배
하는 일과 태어날 시기까지 자기에게 적용한다는 말인가! 전지하신 하나님의 구
원을 위하여 베푼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2.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
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
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
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
니라”(마1:18~25).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
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
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
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
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
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
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
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눅1:26~38).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들을 계시해 주
고 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
을 전하였고 그는 심히 놀랐다. 자신은 남성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 참으로 순결
한 처녀요 곧 결혼할 정혼한 몸이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하다니? 그러나 천사는
그 잉태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
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이다. 그의 생
명이 아담의 후손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은 출생하면서부터 영으로 나신 분이시다. 훗날 예수께서는 친히 말
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라고 말씀
하셔서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시다. 그가 육체에 계셨으나(히 5:7) 육에 속한 분이 아니
시다. 그분은 당신이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
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3, 24).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래서 났다고 하셨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
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 같다
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그 근원이 다르다고
하신 것이다. 그는 영으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육으로 난 자들이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우리의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서 사신 것
은 똑 같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러나 그것
이 그가 우리와 근원과 생명까지 똑 같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
이 된다. 그때는 예수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고 선
언하신 대로 우리도 영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예수님은 이렇게 영으로 난 자들의
모본이시다. 그는 육으로 난 자들의 모본이 아니시다. 우리는 이 사실에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
음 기회로 미루고 예수님의 탄생을 논하는 여기서는 이쯤 지나가려고 한다.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
으시리니”(눅 1:35)라고 약속했다. 그의 잉태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마리아
의 처녀 잉태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세계를 보라. 그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다는 비
난보다 그에 대한 찬양이 드높고 성모(聖母)라 하여 존경과 심지어는 경배의 대
상이 되고 있는 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여인을 덮은 것을 누구라도
실감할 수 있지 않는가. 마리아는 이런 일이 될 줄을 직감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의 찬양의 말 중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 1:48)
라고 외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비의(秘意)
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다(롬 5:8; 요 3:16).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언어는 그 사
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것이요 그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언어의 일반적 개
념을 넘어선 이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실을 느끼
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언어를 넉넉히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눅 1:37).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
는 이시다(롬 4:17).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다(창 18:14).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되는 것이다. 이삭도 그러하였고
(롬 4:17~22), 예수님도 그러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신비로운 이치는 뒤로 설명을 미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별을 겸손히 받아들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응답했으
며 과연 그는 잉태하였다(눅 1:26~38).
이 사실은 곧장 약혼자 요셉에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 가만히 알려진 것 같다. 그
래서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적,
세상 법률적 보호자로 택하셨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
실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요셉은 순종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구주가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잉태되면 안 되었을까? 왜 요셉과 정혼한 처
녀에게 잉태되셨는가? 그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강조되어 있다(마 1:20;
눅1:27).
그 이유는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 구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
어 있다(삼하 7:16; 시 89:35~37; 사 11:1,2; 렘23:5 등 기타). 그렇기 때문에 순
결한 처녀이면서 또한 다윗의 집 자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순결
한 처녀인 마리아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탄생하실 구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
적상 법률상의 신분을 확보하게 되며 또한 자라는 모든 과정에 다윗의 자손 요셉
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률적 호적상 아버지가 되었고 어린 예수의 보호자와 양육
자가 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정말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였다는 사실의 증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기도 해야 하였다. 요셉
은 이 영광을 입은 것이다. 이리하여 처녀에게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은 성취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예언도 성취되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집은 나사렛인
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80 마일)로 교통이 불편한 옛날에 임신
한 여자가 갈만한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리라는 예

언은 성취가 힘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어김이 없다. 다
니엘 11장 20절에 토색하는 자 - 원뜻은 세금 거두는 자 - 로 예언된 가이사 아
구스도는 그의 모든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총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조사 방법으로 모든 족속들을 그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구주께서 탄생하실 시간이 임박한 바로 그 때였다. 이리하여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므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 하러 올라갔으며 그곳
바로 예언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요셉은 왜 호적 하러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당시 유대의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약혼 단계, 정혼
단계, 결혼 단계라고 한다. 약혼 단계는 양쪽 누구든지 그냥 파혼을 할 수 있는 단
계이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정혼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로서 법적 수속 없이는 파혼을 할 수 없는 단계이
다. 그리고 결혼 단계는 동거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정혼 단계에 이르면 이미
법적으로 호적상 남편의 집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호적하기 위
하여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다.
그날 그 탄생의 현장은 어떠하였는가? 베들레헴은 붐볐다.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집집이 투숙객으로 가득 찼고, 모든 여관도 가득 찼
다. 아마 베들레헴 주민들은 대단히 수지가 맞은 때였으리라. 그들은 찾아오는 손
님들의 행색에서 빈부를 점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손님들만 가려서 받
아들였음이 틀림없다.
300리 머나먼 먼지 길을 만삭이 된 여인과 함께 찾아 온 가난한 목수 요셉의 행
색은 초라하고 피곤했을 것이다. 그들 내외는 전혀 베들레헴 주민들의 관심거리
가 못되었다. 이집 저집 방을 찾아 헤매었고 마침내 사관에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축들의 거하는 거친 가축우리에 여정을 풀었다.
그 초라한 부부가 구세주의 부모인 줄 알았다면 그러했을까? 아마 서로 모시려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적 이익에 탐닉한 나머지 영원한 손실을 깨닫
지 못한다. 그날 그 짐승의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행복은 화려하게 사
람을 찾지 않는다. 인간심리의 밑바닥에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짙게 깔려 있

다. 그 행복을 화려하고 풍족한 외양에서 찾는다.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
로 행복이 문을 두드리면 과연 그것은 누구의 소유로 낙착(落着)될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 10:40;
25:40, 45).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보다 먼저 손님들이 집들을 메웠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
을 뿐이었다. 물론 그들이 귀인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돈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모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실은 현재도 결코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그때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강은 안다. 그분이
성인이요,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그들 마음에 없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는다. 라
오디게아 교회의 질병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계시록 3장에 나
타난 사실들은 병이기보다는 병 증세이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다(요 1:12).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유가 있는가?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 2:7). 구세주가 오신 세상에 그가 있을 곳
이 없다니 얼마나 비참한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만 있을 곳을 발견하신 것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요 1:11). 천사는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려왔다.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방문하였다. 그
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성전 봉사를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책 성경과 그들의
봉사하는 성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형식 자체가 종교가 되
어버린 그 성전과 그 지도자들은 어둡기만 하였다. 천사는 슬픈 모양을 보고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베들레헴 상공을 날아 그 옛날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에 이르
렀을 때 메시야를 맞을 준비가 된 목자들을 발견하였다. 천사는 반가워 그 환한
영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하늘의 위
로를 전하고 복음, 만대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난” 소식을 전하였다(눅 2:8~11). “좋은 소식”

은 ‘유앙겔리온’(

)으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다. 복음

은 바로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주는 누구인
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
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롬 1:1~4).
목자들은 황홀해졌다. 천사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것이 표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노래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
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1~14).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
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
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요
12:27~28).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주에 입증되는 일의 시작이다. 그
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
나님을 이 땅에서 참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평화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것이다.
유대인은 이웃에 아기가 나면 사람들이 악대를 조직하여 축하 찬양을 하는 습관
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와서 찬양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렇게 조화로운 화음으로 온 세계 끝까지 지금도 울려 퍼지는
합창을 불렀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무관심 했는데 하늘
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다. 오늘날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자기를 위하여 그렇
게 야단스럽게 보내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지금도 적막하실까?
목자들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강수 같은 평화가 밀려와 정적이 감도는 들녘을
떠나 베들레헴 마을을 향해 천사들의 소식을 확인하러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외에 어느 위치 어느 장소인 것을 듣지 못했다. ‘표적’에 따라 찾아야만
하였다(눅 2:17). 메시야는 천한 곳에 강탄할 분이 아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생각
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알맞게 생각되는 집부터 문을 두드렸다. 흥분된 목소
리,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이 무슨 해괴한 질문이랴! 더구나 이 밤에
그러나 목자들의 설명은 분명했다. 이렇게 그 ‘표적’을 찾을 때까지 목자들은 문

을 두드렸고 베들레헴은 그 밤에 술렁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목자를 따라 그
구유의 구주를 맞으러 간 사람은 없었다. 다만 듣고 기이히 여겼을 뿐이다(눅
2:18). 역시 구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인류의 구주는 짐승들의 우리에 있는 구유에 누인바 되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
가 크다. 구주께서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인류가 사는 곳이 바로 짐승의 우리
가 되었다는 상징적 암시가 있는 장소인 것이다. 성경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
는 인생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
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
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
하며”(벧후 2:12),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눅 15:16),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22, 23). 이 말씀들은 인류가 짐승처럼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들이다.
옛날 바벨론의 능력 있는 군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
만하여졌을 때 짐승처럼 되었다(단 4:33). 이런 짐승의 우리 같은 세상에 그 짐승
같이 된 사람들을 다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시되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여 구유에 누우신 것이다. 그가 그 짐
승의 우리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위대한 황제였다. 그래서 ‘존엄자’란 칭호를 얻었다. 아구
스도는 ‘존엄자’란 말이다. 그의 치세에 예수가 태어나 구유에 누웠다. 누가 주목
했으랴! 황제의 호적 명령만 중요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관심은 그 ‘아이’였다. 이
것은 그때 뿐 아니라 지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아구스도도의 그 부산했던 호
적행사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날 구유의 그 아기는 아직도 살아계
시고 만민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 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왕
의 별로 나타났다. 박사들이 본 별은 천사의 무리였다. 박사들은 히브리인의 책에

서 이스라엘에 한 왕이 나며 그 표로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읽었다(민 24:17;
소망 59, 60). 그들은 그 희망의 별이 그들 생전의 것이기를 기대했다. 그 기대는
이루어진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예물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 나섰다. 그 별은 그
들을 예루살렘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 왕이 탄생한 나라의 수도가 축하 행사로
붐비고 있을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용한 거리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결국 헤롯의 왕궁에 문의해 볼 수밖에 없
었다.
그 잔인한 헤롯은 놀랐다. 왕위를 위하여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죽인 왕이었다.
그런데 왕이 나타나다니?! 그는 율법학사들과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 소식의 진
가(眞假)를 물었다. 그들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
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 2:5, 6).
박사들은 대답을 듣고 기이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했다. 어찌 이들이 이렇게
무관심할까? 무슨 이유일까?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문득 동방의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다.
왜 그 별 천사는 곧바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또한 베들레
헴에 이르러서는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서서 박사들을 곧장 그 집으로 안내
하였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집을 지시하지 않고 ‘표적’만 가리켜 준 것과 같은 이
치이다. 예루살렘은 알아야 하였다.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마 2:3)
했다. 구세주의 오심은 조용했으나 설레었다. 하나님은 그의 전하실 일을 “듣든
지 아니 듣든지”(겔 3:11) 전하셨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
2:11). 이 세 가지 예물에 의해 우리는 박사들을 세 사람이라고 추측한다. 성경에
는 세 사람이란 말이 없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언제였는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과 헤롯의 사망한 때가 예수님 탄생 연대를 추산하
는 결정적인 재료이다. 누가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째 행한 호

적이라고 기록했다(눅 2:1, 2). 구레뇨는 두 번씩 수리아 총독을 지낸 것이 고고
학에 의해 밝혀졌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재직 기간만 알던 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아주 늦게 잡았지만 이제는 대략 BC 4년경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탄생의 때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다. 9장 24절에서 27절에 지적된
70주일은 BC 457년에 시작되며,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있는 하
루를 1년으로 하는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490년간의 기간이 되는 것이며, 69주
일째는 메시야가 기름부음을 받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AD 27년 침
례 받으신 때가 기름 부음을 받은 때이다(마 3:13~17; 행 10:38). 마지막 일주일
의 반 곧 AD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남은 반의 끝인 34년은 스데반이 돌
에 맞아 순교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별 은혜 기간의 마지막이었다.
성경은 예수께서 30세쯤에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는데, 그때가 왜 AD 30년
이 아니고 27년이 되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 연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력기원
을 쓰기 전까지 로마는 로마 건국 기원을 썼다. 그런데 로마 수도원에 있던 스키
티아 출신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s)가 예수님이 탄생
한 해를 기원 원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착상을 하고 아마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이것을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525년에 저술한 “부활절의
서(書)”에 처음으로 예수님 탄생한 해를 기원원년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때가
로마 건국기원 754년이라고 계산하였다. 이 연대는 9세기 프랑크 왕국의 황제이
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한 샤를마뉴(Charlemagne)대제 시대부터 일반화
되었다. 로마교회가 인정하고 사회에 일반화된 연대는 공고한 힘을 가지고 사용
된다. 사람들은 으레 그것이 예수께서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한 연대라고 무의식
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로저 베이컨(Roger Bacon
1214~1294)이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헤롯 대왕이 로마건국기원 750년
에 죽은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엑시구스는 예수께서 로마건국기원 754년
에 탄생했다고 계산했는데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그보다 4년
전에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이 일로 엑시구스의 계산에 적어도 4년 이상의 착오

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미 모든 문서가 이 연대로 작
성되었고, 이 연대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정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
다. 그래서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30
세에 침례를 받았으나 그 연대는 AD 27년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다니엘서에 있는 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철이 가을철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30세에 침례를 받으셨다. 70주일의 시작은 가을이
기 때문에 69주일에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난다면 침례 받는 그때 곧 기름 부음의
때도 가을이라야 된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일과는 전혀 무관한
태양의 생일, 곧 Mithra의 축제일이었는데, 훗날에 일요일을 성일과 예배일로 정
한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예수의 탄생일로 정한 카톨릭 교회의 제도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이 중요하다. 그날
이야 아무 날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없
는’(히 7:3)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미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이시다(미
5:2). 다만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엄청 중요하다. 그러나 그
나신 날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탄생일을 꼭 알아야 한다
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날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은 탄생부터 중생하셨기 때문에 그 탄일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은 바로 사람이
중생한 때를 알 수 없는 그것을 표상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로 헤롯왕의 요청을 무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짓는
것이 습관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할례
를 행할 때 이웃들이 모여 그 아이를 두고 쉐마(Shema, 신 6:4)를 부른다. 그것
은 아기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생활
을 살게 되기를 희원(希願)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유대인은 가정교육이 철저했다.
아기가 제법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쉐마를 외우게 한다. 그리고 어
머니 무릎을 제단 삼아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필수적으로 하였으며 그래서 유대인은 문맹이 없었다.
위대한 종교는 위대한 민족을 만든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례의 날이 차매 모세의 법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 아기를 하나
님께 봉헌하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출생으로부
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육체에 거하셨으므로 율법을 따라서 흠이 없이 사셔야
하였다. 불법은 죄이므로(요일 3:4),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면 그도 죄인이 된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이다(갈 4:4, 5).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
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46)고 말씀하실 수가 있도록 그의 원수들조
차도 그에게서 책잡을 죄를 발견할 수 없도록 완전하셨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서 구약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는 목격자들이 되어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예
언의 성취인 구세주 그분임을 확증하는 증명으로 우리에게 육박해 온다. 이스라
엘의 위로, 예수는 시므온을 위로했고 오늘 우리도 위로한다.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그의 생애를 예언하였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
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
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
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눅 2:28~35).
예수는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영광이요 빛이시다. 그러나 이 영광과 빛은 영
광과 빛이기 때문에 심판과 비극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무관심하므로 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흥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비방의
표적이다.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그 인생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눅
2:29~35).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생활의 변환(變換)을 두려워하여 예수께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요긴한 돌이요 동시에 부딪치는 돌이다(벧전 2:6~8).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마 21:44). 또한 이 일이 곧 그 모친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때 그 모친에게 얼마나 아픈
것이었을까!(눅 2:22~38)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지시하셨다. 박사
들을 기다리던 헤롯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드디어 박사들이
이미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두렵고 분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사단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 세상의 구주를 어렸을 때 죽여 버리려는 사단의 계획을 실천하려 한
것이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한 그 사건은 훗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나타
났는데 하늘의 붉은 용이 여자가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장
면으로 보였다(계 12:1~5).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킬 뿐
아니라 사단의 성질이 잔인 흉포함을 우주에 드러내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학살도 사양하지 않았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
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예수는 그 가운데 없었다. 아
마 죽은 아기들 중에는 구주가 탄생하시던 그 밤에 태어난 아기도 있었으리라. 이
세상에 구주가 탄생한 후에 구주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들이 어린이들이었다. 하
나님은 그들의 부당한 죽음을 순교의 반열에 두어 높이셨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일로 온 세상의 어린이를 높이신 구주는 그들이 최초의 순교자
가 되는 일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임을 강조해 보이셨다고
생각된다. 엘렌 화잇은 계시 중에 옷단 끝에 붉은 띠를 두른 어린이를 보았는데
그 붉은 띠는 순교를 뜻하는 것이라고 천사는 설명하였다(초기 18). 아마도 그 어
린이들이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이리라. 그 어머니들이 라헬의 울음을 울었다. “이
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
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 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
2:16~18). 하나님은 그 어린이를 오른 손의 아들로 높이신 것이다.
예수의 가족은 가난하였다. 그들은 먼 애굽까지 갈 노자가 없었다. 더구나 객지에
서 어떻게 노자를 마련하겠는가? 하나님은 박사들의 순수하고 정성어린 사랑의

예물을 가장 요긴하게 쓰도록 마련하신 것이다. 그것은 노자 뿐 아니라 다시 고향
으로 돌아갈 때까지 생활비도 되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지
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돌아왔다. 예수 가족이 얼마동안 애굽에 살았는
지 성경은 일체 언급이 없다. 곱트 교회의 전승은 예수 가족이 애굽에서 3년 반
동안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직한 말일 것이다.
마태는 예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온 사실을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성취라고
기록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들이라는 단수
로 사용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고
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애굽은 죄의 세상
을 상징한다.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죄의 세
상에서 나오는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나아오
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불려 나오는 사람들
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들은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된 유대를 피하여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켈
라오는 잔인하기가 그 아비 헤롯을 능가하였다. 즉위하자마자 유력한 민중의 지
도자급 인사들을 300명이나 학살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재위하지 못하고 쫓겨
났다. 예수 가족이 나사렛으로 간 사실에 대하여 마태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
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
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
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마 2:21~23)고 기록하
였는데, 나사렛 사람이란 헬라어로 ‘나자레노스(Nazarhnov")’ 또는 ‘나조라이오
스(

 ) ’이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가 가

진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위의 두
단어의 어근(語根)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는데, ‘가지’라는 말인 ‘네체르(rx,nE)’

와 ‘보존하다’라는 말인 ‘나차르(rx'n:)’, 이 말은 파수꾼이라는(렘 31:6) 의미도 있
다. 특히 ‘나실인’이라는 말 ‘나지르(ryzIn:)’가 논의 되는 것들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와 예레미야 31:6의 파수꾼과 시편 12:7에
말씀을 “보존하”는 것과 민수기 6:2 이하에 나오는 “나실인”이 모두 구주 예수께
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들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은 참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자이며, 진정
으로 헌신하신 나실인이시다. 마태는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
라게 된 사실을 두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
언어유희(言語遊戱)적 발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이해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
리에서 난 가지며 영원히 살아남는 자의 원형이요 진정으로 헌신한 나실인이시다.
나사렛 마을은 대상로에서 가까워 사람들이 영악스러웠던 것 같다. 세리를 천시
했던 유대인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영악스러운 마을을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
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요 1:46)는 무시를 당하는 나쁜 마을이었다.
예수님이 성장한 환경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할 수 없
게 한다. 환경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의지를 강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마을에서 30년간 평범한 생활인으로 사셨다. 가장 선한 감화를 끼치면
서. 그런 사실이야말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
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슥 13:1)는 말씀의 성취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선
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마을에서 그 모든 불선한 것을 씻어내는 샘이 되어 맑은 물
을 솟구쳐 내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이셨다. 나사렛은 바로 이 죄의 세상을 표상하
기에 알맞은 마을인 것 같다. 예수님은 이 죄의 세상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내
신 힘 있게 솟아나는 맑은 샘물로 세상에 오셨고, 그런 사명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딱지가 붙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부터 드러내신 것이다.
3. 탄생과 인생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엡 2:1). 이것은 비존재(非存在)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공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
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

하게 지으신 자”(사 45:18)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은 생명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만 하였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아담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시다(고전 15:45).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사람의 탄생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 이전의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참된 의미의 존재이시다. 예
수님의 탄생으로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
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자
세히 설명하겠다. 결국 중생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
든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 탄생으로 예수 안에서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었다.
※ 다음 두 쪽은 예수님의 봉사 기간을 구분하여 간단히 도표로 그려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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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예수의 족보

1. 성경과 족보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적 의미가 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왕의 혈통을 기록하였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롬 1:4)이다. 그에
게 다윗의 위가 영영히 굳게 될 것이다(눅 1:32).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
기는 종으로 표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생략되었다. 종에게는 족보
도 혈통도 필요 없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현재의 기능 그것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허두 아래 그의 활동
의 시작부터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人子)로 나타냈다. 인간의 후
손이요 인간의 친구인 예수님이다. 그는 인간 가족의 일원이다. 그래서 인류의 시
조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거슬러 아담까지
족보를 기록하였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神子)로 나타내었다. 그
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는 아브라
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분(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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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인간적 족보는 기록되지 않았다.
4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네 진영의 깃발
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에 있을 때 그들을 군대 조직으로 배치하였다.
제 1대는 유다 지파, 잇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이며 이들은 성막 앞쪽인 동편에
진을 쳤고, 그 깃발은 사자였다. 이것은 왕을 표상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
님을 드러낸 마태복음의 기호이다.
제 2대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들은 성막 뒤편인 서편에
진을 쳤고, 그 깃발은 송아지였다. 이것은 봉사하는 종을 표상하는 것으로 예수님
을 인류의 종으로 나타낸 마가복음의 기호이다.
제 3대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로 이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쳤고, 그
깃발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누가복음의 기호이다.

제 4대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로 이들은 성막 북편에 진을 쳤고, 그
깃발은 독수리였다. 이것은 신자(神子)이신 예수님을 나타낸 요한복음의 기호이
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네 생물의 형상과 같은데, 그 생물들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겔 1:10), “그 첫째 생
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계 4:7)라고 기록하였다. 이 생물들의 모
습이 이스라엘 네 진영의 깃발의 그려진 형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생물들은
사방에 눈이 가득한데 이것은 온 우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며,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행하시는 직무를 표상하는데 곧 하나
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종으로 섬기시고 마침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지만 흥미 있는 관찰과 해설이라고 생각한다.
4 복음서는 바로 네 생물로 표상되고 이스라엘 군기에 그려진 구주의 이런 직무
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4복음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드
러낸 사상과 일치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이 4복음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취한 태도이지만 성경에는 족보가 참
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4장부터 느헤미야 12장까지 족보는 심심찮게
나타난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다. 읽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러
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족보는 기록되었다.
성경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읽는 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사실이 있다. 그것
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밝혀준다.
둘째는 개인의 존재 근거(根據)와 계통을 밝혀준다.
셋째는 민족의 발생과 계통을 밝혀준다.
넷째는 메시야 출현의 계통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 메시야의 혈통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메시야는 여자의 후손
으로 오신다(창 3:15; 갈 4:4). 이 말은 그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는 뜻
이다. 사람으로 오실 때는 인간의 계통이 있는 것이다. 예언된 메시야의 계보를
따라 오지 않은 자는 메시야가 아니다. 만일 성경이 이 확실하고 세밀한 족보로
메시야의 계통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누가 메시야인줄 어떻게 알 것인가?
누구든지 자신이 메시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족보의 계속적인 확
인은 메시야 탄생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며 이 예언의 말씀대로 탄생한 그분이 확
실한 메시야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면면히
흘러온 예언된 메시야의 족보의 확실성을 살펴보자.
첫째 메시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는 아브라
함의 씨라고 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 22:18)라고 하셨다. “씨([r'z,-제라)”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다. 창세기
3:15절의 “여자의 후손”의 “후손”이 바로 “씨”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메시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 중 누구의 계통에서 나든지 메시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으로 나야 한다. 아브라
함의 아들이 몇이나 있는가? 흔히 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
고 후처 ‘그두라’는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시므란, 욕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
아 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이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합하여 모두 8명이다. 그러므로 이 아들 중
아무에게서든지 메시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언약으로 낳은
아들 이삭의 자손이라야 한다.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9, 21). 창세기 26장 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창
12:1~4). 이삭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읽게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

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롬 9:7). 하나님은
이삭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창 18:14) 당신의 능력으로 출생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연히 태어날 수 있는 상태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아브라함이 바
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였다(롬 4:18,
19).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4:17)에 의하여 태어났
다. 이러한 아들을 독생자라고 한다. 창세기 22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는 각각 독자와 독생자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은 원어의 아들이라는 말 ‘휘오스
uiJov"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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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獨生子)인지 유일자(唯一者)인지 논란이 있다. 하나라는 ‘모노 movno’와 ‘난
다’는 ‘게나오 gennavw’의 합성어이면 독생자가 되고 ‘모노’와 ‘발생하다, 되다’는
‘기노마이(givnomai-become)’의 합성어이면 유일자의 뜻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
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이루실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된다. 그
분 외에는 그분의 일을 대행할 아무도 없는 분이란 뜻이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
손으로 메시야의 조상이 될 유일한 분이란 뜻이다. 비록 아들이 8형제나 되어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야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삭이 유일하다는 의미이
다. 메시야는 이삭의 자손이라야만 한다.
셋째, 야곱으로 난 자라야 한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창세
기 28장 10절부터 14절에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을 자로 기록되었
다(말 1:2). 이 말씀에 의하여 예정을 논하며 운명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 말씀은 예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본 내용과 별개의 것이므로 해
설을 하지 못하거니와 예정론의 얘기가 아니란 것만은 기억해 둬야 한다(롬 9:12,
13).
넷째, 메시야는 유다의 자손이어야 한다. 창세기 49장 8절로 11절에 야곱은 그의
임종이 가까워 오자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아
들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게 하였다. 그 말씀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
신다고 예언하였다.

‘실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으로 “평강의 왕”(사 9:6)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
키는 예언적 칭호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계
5:5)라고 표현하였다.
다섯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의 족보를 적으
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적었고 다윗 왕의 자손들인 왕의 족보를 예
수 그리스도까지 41대를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구약의 족보가 지적한 바로 그 메
시야의 계보대로 오신 틀림없는 구세주시다. 시편 132편 11절 12절에 다윗에게
그 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위를 이을 자라고 전해 주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에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시 89:3~4,
34~37; 삼하 7:12~19 등 참고).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고부터 그렇게 세밀히 밝혀온 족보
에 의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지적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임에 틀림없고 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여 구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는 것
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
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
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4, 16). 족보로 예언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족보 예언을 통하여 이것을 밝혀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기원 570~632까지 산 ‘마호메트’(Mahomet)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는 코란이란 책의 저술자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대선지자라 하고 예수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성경의 예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야가 온다
는 말만 했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확실하게 메시야의 오실 계보를 기록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로는 거의 세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한 사람만 부를 때는 야곱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
님이라고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권(百姓圈)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은 이 특별 선택의 하나님
백성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곱에게 와서야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민이 성립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는 것은 하나
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의 계통을 분명히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명을 통하여 이어왔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
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으로 자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다. 그가 여자에게 탄생하실 때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하셨다. 그는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
므로 그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할 때에도 아담에게서 이어지는 그 생명을 이
어받지 않으셨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구
주가 될 수 없다. 그는 아담과 상관없는 자신의 고유한 생명으로 처녀에게 잉태되
어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신 것이다. 이 사실은 탄생에 대
하여 설명할 때 이미 설명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라고 기록했어도 생명에 있어서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성경의 이 기록은 이미 말했듯이 예언적 계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셨
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기를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고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
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 8:58).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
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

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친히 밝히셨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
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
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
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
22:41~46).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신 말씀이 분명하지 않
는가.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두 조상에 대하여 그 진실을 분명히 밝히셔
서 오해 없도록 조처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언적 계통을 말하는 것이며, 호적상 법률상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질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와 생명의 본질 문제에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존자이시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하나님
이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의 인성문제를 거론하는 사람
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생명의 유전을 받은 죄
성이 있는 인간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2. 두 복음서 족보의 조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조화되기에
꽤 까다로운 점이 있다. 즉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
로(마 1:16),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눅 3:23)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두 복음서의 족보의 차이를 조화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3세기 이전부터
시도되었다. 3세기에 아프리카누스(Africanus, Julius)에 의한 해설은 마태복음
은 법률적 족보를, 누가복음은 혈통적 족보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야곱과 헬리는 형제로서 야곱이 맏이인데 자식이 없이 죽고, 맏아들이 후사가 없
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낳은 처음 아들은 형의 후사로 해야 하는
율법을 따라 그 동생 헬리가 형수에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적 호적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요 직접 혈통으로는 헬
리의 아들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하다는 가정에
서 가능하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야곱의 아버지 맛단과 누가복음의 헬리의 아버
지 맛닷이 동일인이라는 가정이다. 히브리어로 맛단(ַ )ַןתּמ맛닷(ַ)ַדתּמ은 그 철자
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필사 자(筆寫 者)가 혼동하기 쉽다. (앞의 두 글자는 똑 같
고 끝 글자는 생긴 모양이 비슷하다. 필사 자가 손을 조금만 잘못 놀리면 두 글자는 혼동될 수 있
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마태와 누가가 각각 철자를 다르게 기록한 자

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동일인이라는 가정을
사실로 인정할 때 이 설명은 가능한 것이다.
요즈음은 대개 마태는 요셉의 혈통을 누가는 마리아의 혈통을 적었다는 학설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1490년에 애니어스(Annius)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아무도 마리아의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던 같다. 여자의 족보를 기록하
는 것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니어스의 이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두 복음서 족보의 난점을 가
장 손쉽게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탈무드(Talmud)’에도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보이고 또 누가는 예수께서 요셉과 아무런 혈
통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누가가 구
태여 요셉의 족보를 적었겠는가.
그러면 마리아의 이상은 헬리라고 적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대답은 이렇다. 족보에는 딸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위의 이름을 빌
려 딸의 혈통을 적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얘기이다. 성경에는 때때로 사위
가 아들로 불려졌으며(삼상 24:6), 만일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그 딸의 남편 즉
사위의 이름으로 혈통을 전하였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러한 예를 따라 마리아
의 족보를 그 남편 요셉의 이름을 빌어 적은 것이라고 보면 애니어스의 주장을 수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마태복음 족보의 문제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그 자체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14대씩 숫자를 맞추느라 왕의 이름 넷이 빠졌다.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마 1:8)라고 기록했는데 구약의 왕의 족보에는(대상 3:10~16) 요람-아하시야요아스-아마샤-웃시야이다. 그러니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 세 사람의 이름이 빠
져 있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마 1:11)고 했는데 구약에는
요시야-여호야김-여고냐이다.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있다.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마음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 마태복음에는 숫자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14대씩 수를 맞추려는 노
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 네 왕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14라는 숫자를 맞추었
을까? 마태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14라는 숫자는 그 의도를 짐작하게 하
는 숫자이다. 라틴어 자모(字母)가 숫자로도 쓰이듯이(I=1, V=5, X=10, L=50
등), 히브리어 자모도 숫자로 쓰인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자모는 달렛
()ד, 와우()ו, 달렛()ד으로 구성된다. 달렛은 숫자로 4, 와우는 6, 또 달렛은 4, 이것
을 합하면 14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는 숫자로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마태 1장에 다윗의 이름이 6회나 나타난다. 17절에
대수를 계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하고 다음 14대를 계수하려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또 다윗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앞의 14대에도 다윗
이 들어가고 뒤의 14대에도 다윗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뒤의 14대는 실제로는
13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을 자꾸 기록하는 것은 유대의 자랑인 다윗 왕을
통하여 그의 위에 앉으실 것이며, 그의 계통으로 오시는 메시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게 하려는 마태의 간절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윗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14라는 수가 되게 함으로 숫자로 다윗을 드러내려는 의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世系)
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일 뿐 아니

라 신약 전체의 시작이다. 신약에 있어서 이 말은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
의 말씀과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
과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아브라함을 복
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참 복
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갈
3:14). 예수님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복될 길이 없다.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은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복은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 함은 그만이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임을 선언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된 아브라함의
독자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의 왕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이 땅은
죄가 왕 노릇하는 사망의 나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의 나라
는 망하게 되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셨
다(히 2:14). 그리하여 이 사망의 쏘는 것은 생명에게 정복당하고(고전 15:53,
54),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은혜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
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또한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다. 그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
스도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구속사적인 풍부한 암시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마
태복음 1장 1절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손
색이 없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또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하여 여자 이름이 다섯이
나온다. 그 다른 네 이름은 “다말”(마 1:3; 창 38:1~30), “라합”(마 1:5; 수
2:1~21), “룻”(마 1:5; 룻 1:4~18), “우리아의 아내-밧세바”(마 1:6; 삼하
11:1~5)이다. 이 네 사람은 성경에서 보이는 대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인종
적으로는 이방인이 세 사람이다(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을 왜 그리스도 구세
주의 족보에 조상으로 적었을까? 성경은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는 일에 엄격히 정
직하다. 이것이 성경의 성경성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말은 아직 유대 민족
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이
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메시야의 예언적 선조로 택함 받은 혈통도 모든 인간과 동일
한 인간이며 죄, 곧 사망 아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
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혈통이 좋은 것이 선인, 의인의 절대적
조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을 자랑하였다(마 3:9).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다윗왕의 혈통에도 이런 불결한 요소가 있음
을 지적하여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나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을 때만 의
인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나 창녀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마 21:31) 선언하신 것을 상기하면 이런 사실을 기록한 마
태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런 측면이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네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아들 셀라에게 계대결혼(繼代結婚)의
의무를 시행하도록 하지 않자, 스스로 편법을 써서라도 생명을 이어가는 책임을
수행한 사람이다. 그 일로 그는 불살라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생명을 이어가는
책임을 감당하였다. 계대결혼은 기업을 물어주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땅은 아무런 송
용이 없다. 그러므로 기업을 무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였다(시 127:3). 이 여자들
중에 다말과 룻은 바로 이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시다. 이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예
수님의 구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적 삶을 통하여 보여준 사람들이기도
하다. 라합도 그렇다. 그가 살몬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족보를 통하여 확
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살몬은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부자(父子)
이대(二代)가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일에 관여된 것이다. 살몬도 바로 유다지파
사람이며 라합이 이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룻은 룻기의 기록으로 너
무나 분명히 계대결혼으로 생명 기업을 무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확실하다. 룻이
아니면 우리는 보아스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밧세바의 경우는 첫 아이가 죽고 둘
째 아이가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비록 죄악 중에 일어난 사건이
지만, 아니 죄악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용하여 인간
이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로 인하여 평화를 얻는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
도록 섭리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숨은 뜻을 저변에 두고 이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인류의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 기업을 물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생명과 구속사적 의미들을
지닌 여자들이라는 사실도 이 이름들을 열거한 속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룻이 보아스의 후처로 오벳을 낳은 경우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에게 후처
로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사실을 표상하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4. 족보와 호적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하다. 그것은 곧 가문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
욱 그러하였다. 족보가 없는 자는 가문이 없고 그런 사람은 근본을 모른다는 말로
백안시되어 왔다. 족보가 없는 것은 존재 근거가 없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있다.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족보가 있다. 그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확실한 족보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민
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주(英主) 다윗왕의 왕손들로 이어지는 끊
임없는 확실한 족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확실한 인간가족의 한 사람이
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족보의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확실히 사신 사실을 법률적으로, 가문적으로 증거하는
확실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족보는 그의 가문의 훌륭함이나 근본의 확실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만 아니다. 요한복음이 분명히 보여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다. 영원 자존자이시다. 그러므로 족보가 필요 없다. 그런데 족보가 왜 있는가?
이것은 이미 앞에 이유를 밝혔거니와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인류의 구주 예수의
인간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첫째 책이며 동시에 4복음
서의 첫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 허두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님, 인간의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친근한
친구이시다. 또한 그는 호적을 하셨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
아가 호적 하러 베들레헴에 갔으니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도 당연히 호적에 이름
을 올렸을 것이다.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족보가 있는 인간 가족일 뿐 아니라 국가
의 법률적으로도 신분이 확실한 국민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되어 인간의 제도 아래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렇게 사신 예수님은 마침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족
보 생명책에 녹명할 것이며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가 인간이 되
어 인간 가족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해 주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 5 장 예수의 준비시절
1. 어린 시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40).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그는 강하고 튼튼한 신체로 자라나
셨다. 그것을 누가는 “강하여지고”라고 표현하였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늠름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셨다(시 144:12). 그는 유대인의 다른 아기들이 자라
나는 것과 같이 그 나이에 알맞은 지혜와 정서를 나타내며 가정에서 배우기 시작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최초의 인간 교사는 그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는
말을 배우면서 ‘쉐마’를 외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여호와 하
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나이가 듦에 따라 그는 가정에서 글을 배웠
다. 예수님은 랍비들의 학교에 다니시지 않았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
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요 17:15)고 기이히 여겼다. 그러나 유
대인의 아기들은 성인식 즉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을 할 때 ‘토라’(율법 특히 모
세 오경)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때 읽지 못하면 부모와 가정에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아기들은 성인식을 하는 12세 전에 ‘토라’를 읽을 수 있도
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마을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였을지
라도 글을 배우고 쓰기를 익히셨다. 그는 환경이 아름다운 나사렛 들녘과 계곡을
거닐면서 천연계의 사물을 교과서로 삼아 깊은 관찰과 사색과 지혜로 지식을 넓
혔다. 메릴(Merrill)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랐다고
말했다. 포도, 감람, 무화과, 참나무, 호두, 테레빈(상수리나무), 소나무, 뽕나무,
월계수, 도금양(화석류), 편도(아몬드), 석류, 불수감, 협죽도 등이다. 또한 갈릴리
바다 서편은 갈릴리의 화원으로 불린다고 이미 말하였거니와 나사렛은 이 갈릴리
의 화원에서 멀지 않다. 갈릴리 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세포리
스(Sepphoris)도 나사렛에서 멀지 않다.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예수께서 후년
에 하신 많은 비유의 재료들이 어린 예수의 뇌리에 깊이 인상 되었다. 또한 가난
한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생활의 모습들을 창문으로 삼아 그것을 통
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의 광선을 보는 법을 익히셨다. 어릴 때부터 그는 현재
에서 미래를 보고 해석하는 법을 연습하고 영원이 시간과 가깝고 일상생활과 행
동과 사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법을 익히셨다. 또한 목수 요셉(마 13:55)의 목
공소에서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작은 손으로 연장을 만지

며 일을 익혀 나갔다. 건강하고 밝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생활을 통
하여 준비하며 예언된 때를 기다리며 자라나셨다.
2. 열두 살 때
드디어 율법의 아들이 되는 12세가 되었다. 유월절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갈 의무가 있었
다(신 16:16). 유월절과 칠칠절(오순절)과 초막절이다. 이때 가능하면 여자들도
가기를 원하였다. 그들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여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여행 기간은 역사와 신앙을 설명하고 배우
는 좋은 기간이 되었다.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미를 깊
이 사상 속에 새겨 넣었다.
유월절은 특히 중요한 절기였다. 그러므로 유월절 준비는 가장 면밀히 진행되었
다. 길들은 잘 닦여지고 다리는 수리되었으며 길가에 있는 무덤들은 하얗게 회칠
을 했다. 시체에 닿으면 사람이 부정하여져서 유월절 행사에 참예하지 못한다(민
19:11).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
에 두신 것이었으리라(마 23:27). 누가는 ‘평토장한 무덤’(눅 11:44)이라고 하였
는데,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에 회칠을 하였다. 땅과 같이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
었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이 맨땅인지 무덤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
서 그 무덤 위에 회칠로 무덤인 표를 낸 것이다. 유월절을 앞둔 6주간 동안은 학
교의 공부와 회당의 설교가 모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된다. 예수님은 이
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0㎞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면
서 유월절 문제를 깊이 생각하셨다. 이제 처음 올라가는 예루살렘, 그 장엄한 성
전을 보는 설렘이 있었을 것이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
푸스(Josephus)는 “성전 앞면 표면(Surface)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황홀하게 하
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부가 금판으로 씌어 있고 햇빛이 비칠 때는 매우 찬란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본때처럼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서 성전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번쩍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나도 희기 때문에 흰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Josephus, Wars of the Jews)고
기록하였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긴 태도를,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눅 21:5, 마 24:1참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다.
유월절 희생 제사는 어마어마하였다. ‘미쉬나’에는 양을 잡고 피를 드리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들은 각각 은과 금의 그릇을 들고 줄을 지었다. 한 줄은 전
부 은그릇을 들고 다른 줄은 전부 금그릇을 들었다. 그들은 뒤섞이는 일이 없었다.
제사장들은 그릇을 땅에 놓아 피를 응고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릇에는 받침대가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칠 희생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받았다. 제사장이 그 그릇을 뒤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그는 그
뒷사람에게 건네주고, 이렇게 각각 피가 든 그릇을 받아들이고는 빈 그릇을 앞으
로 건네주었다. 제단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받침대 위
에 쏟았다. 네로 황제 때 유대 총독 케스티우스(Cestius)의 보고에 따르면 유월절
에 잡는 양의 수가 256,500마리였다고 한다. 아마 과장이 따랐을 터이나 아무튼
굉장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때 행해지는 이 희생제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
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
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고 한 “헛된 제
물”(사 1:11~13)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
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사 66:3)한 바로 그런
제사에 불과 하였다. 어린 예수님은 이런 내용 없는 형식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릇된 행사와 그릇된 사상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겠다

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의 선생들을 찾으셨다. 예루살렘에
는 성전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회의가 운영되었다. 이것은 유대의 행정, 사법, 입
법, 종교 행사 등의 최고회의로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70인의 의원으로 구
성된다. 보통 이 회의는 켜서 다듬은 돌로 만든 넓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
며 율법에 관한 논의가 주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월절 기간에는 산헤드린이 공개
적으로 열리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학식 있는 자의 토론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
린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강론을 들으며 질문을 던지셨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눅 2:46, 47). 예수님은 어린 아이라는 입장
도 있었지만 유대의 교만한 선생들은 누가 그들을 가르친다고 느낄 때에 자존심
이 상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심리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듣
고, 그리고 묻는 방식으로 진리의 핵심으로 그들을 유도하였다. 선생들은 어린 예
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면서” 그의 질문과 대답 속에 제시된 진리로 깊
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행사들이 성경의 본의와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 진리의 섬광이 성령의 감동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비췄
다. 바로 그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돌이킬 때이다. 우리의 생애는 이
런 순간들이 가끔 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진리와 은혜가 호소할 때 그
때는 은혜 주실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이다. 그러나 이 완고하고 교만한 선생들은
마음에 비춰오는 진리의 빛줄기를 위신과 체면으로 덮어버렸다. 어린 예수님의
간절한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예수님은 이 일에 온전히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유월절 다른 행사에 부모와 함께
참예하는 것조차 잊으셨다. 그는 진리를 위하여 홀로 서셨다. 그 부모들은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으레 예수가 동행중에 있는 줄 알았다. 하룻길
동안 동행들과 세상 잡담과 절기 행사에 대한 얘기 속에 저녁을 맞이하였다. 그런
데 응당 있어야 할 예수가 없지 않은가? 특히 마리아는 당황하였다. 그 어린 시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간 사실이 그의 가슴을 치며 혹시
어린 예수에게 또 어떤 변고가 있을까 공포에 사로잡혔다. 평안히 쉴 밤 오순도순
재미있을 밤이 불안과 공포의 밤이 되었다.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막연한 관념 속에 신앙을 용해시켜버리고 마침내 고난을 당하여 불안과 공포 중
에 당황하며 예수를 찾는 자들이 아닌가? 생애의 순간마다 예수와 동행하는지 확
인을 해야 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
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예수님의 부모는 거기서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더듬어 올라갔다. 마침내 삼일 만
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담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눅 2:48). 이 말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실 사업이 무엇인지 이미 확실히 깨닫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
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
셨나이까”(눅 2:49). 소년 예수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성 중 최초
의 것이다. 12세 때 이 말이 기록되고 그 후에는 30세가 된 후의 육성이 기록되
었다.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같
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학자들 간에는 꽤나 까다로운 논쟁을 벌인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실은 명백하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사실을 누구보다
도 잘 아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이다. 자라나는 어린 예수에게 천사가 전해 준 사
실들을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
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
내기를 희망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기르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사실의 반영인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여행으로 특히 율법의 아들이 되는 때의 유월절에, 성전에서 진
행되는 모든 행사를 보면서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 그 집을 올바로 세워야 하
리라는 깊은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어머
니의 말에 분명한 어조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
이까”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리아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을 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일을 돌본다는 뜻이 있다. 소년 예
수의 이 선언은 그가 장차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업의 전초이기도 했고 곧 구
속의 사업을 하신다는 사명의 선언이기도 하다.
마리아와 요셉은 방심으로 잃었던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다. 이 성전은 오늘의 교
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신자들이 때때로 방심으로 예수님을 잃었다
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라”(딤전 3:15).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실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
들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3. 순종하여 받드는 자
예수님의 12세 때 일이 간단히 기록된 후에 30세가 되어 공생애에 임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
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말씀 안에 30세까지의 예수님의 전 생활이 함축
되어 있음을 본다. 그는 가정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는 생활을 사셨다. 인류의 구주
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큰일을 공공연히 행하시기 전에 하나의 가족으로 순
종하여 받드는 아들로서 가정생활을 가장 성실하게 하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어린이로 태어나시므로 어린이를 높이셨고 가정
에서 순종하여 받드는 성실한 생활을 사심으로 가정을 귀하게 하셨다. 가정은 생
활의 요람이다. 가정이 건전하고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건전할 때 사회와
교회와 국가가 건전하다.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잠 4:23) 가정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그의 말없는 30년 세월을 가정에 충실
하시므로 이러한 사상을 교훈하셨다. 그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
에 사랑스러운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상
을 가르치고 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

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
으실 만한 것이니라”(딤전 5:4).
오늘날 세계의 가정들은 어떠한가? 그 가정의 가족과 자녀들은 어떠한가? 사단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 국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 가정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스
럽게 보는 가정으로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며 그렇게 건설하여야
한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한 말씀에서 인격이 균형지게 발달하고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본 교회에서
는 삼육교육을 강조하고 실시한다. 이 교육의 성경적 근거 절수가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이다. 즉 지, 덕, 체의 교육, 예수는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으며 그 키가 자랐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셨다. 마가복
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기록하였다. 마리
아의 남편 요셉은 목수였다(마 13:55).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목공소에서 목수 일
을 배웠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탁월한 정신을 드러내었다.
그는 연장 하나를 다루는데도, 그의 성품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였다. 하루 하
루의 고된 일과를 훌륭히 끝내는 생활이 그에게는 익숙하였다. 저스틴 말터
(Justin Martyr, 100~165)는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늘 쟁기와 멍에
를 만드는 목수로 일하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예수님이 만든 제품들은 그 당시에
인기가 대단했다고 전설은 전한다. 특히 예수님이 만든 소의 멍에는 얼마나 튼튼
하고 훌륭하였든지 그것을 사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 전설은 전해준다. 훗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마 11:30)고 하셨는데 어
쩌면 목수 시절에 예수님이 만드신 꼭 맞아 메기 쉽고 든든했던 멍에를 생각하시
며 하신 말씀인지도 모른다. 메기 쉽다는 헬라어 ‘크레스토스(crhstov")’는 꼭 들
어맞는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소의 멍에도 꼭 들어맞았거니와 예수님
의 멍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메기에도 꼭 들어맞는 멍에이
다. 그러므로 쉽고 가벼운 멍에인 것이다. 성경에 목수라고 한 헬라어는 ‘테크톤
(tevktwn)’인데 이것은 소목에서부터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의 유능한 기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일꾼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작
은 어린 아이의 심정을 섬세하게 취급하시며 동시에 세상과 정치의 권력 앞에서
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인이기도 하셨다.

나사렛 목공소
나사렛 목공소는
온종일 분주하네.
어린 손이 연장을 잡았어도
일마다 완전하게 끝을 맺네.
목수 아버지 요셉도
소년 예수의 일솜씨에
혀를 내 두르고
함께 하는 일꾼들은
경이로운 눈길로
예수의 솜씨를 주목하네.
그 앞을 지나던 길손들도
그 기민한 솜씨에
눈길이 쏠리고
이루어가는 작품에
절로 탄성이 쏟아지네.
그의 품성 완전하듯이
하는 일마다 경탄을 자아내고
만드는 물건마다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네.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아름다운 마음씨
완전한 도덕성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네.
나사렛 요셉의 목공소
예수로 인하여
폭주하는 일거리로
영일이 없네.
조금 있으면
목공소를 떠날 예수
그날이 오기 전
아직도 예수 있을 동안
최대의 효과를 성취해야 하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다네.
(김명호 作詩)
이와 같이 훌륭히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예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공생애 동안 주로 감람산과 갈릴리의 낮은 언덕과 들녘을 거처로 삼으셨고 산과
들과 바닷가에서 군중을 가르치신 모습 속에 그의 튼튼하고 강인한 신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친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눅 9:58)고 하셨다. 그 당시 목수들은 친히 산에 올라가서 나
무를 잘라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날아와야 했다. 그러므로 가냘프고 빈약한 체력
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공중봉사에서 나타내신 그 강인한 힘, 40일
을 금식하시면서 견디신 그 체력,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했는지
를 설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의 용모와 신체 조건에 대하여 일체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대
의 사람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난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으로 일
그러지고 볼품없는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가하면 메시야와 왕으로서의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사야 53장 2절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
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 말에 근거하여 이레네우스
(Irenaaus, 130~202)는 예수가 약하고 보잘 것 없고 우아한 구석은 전혀 없다고

했으며 오리겐(Origen, 185~254)은 예수의 체구는 작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
지 못하며 특징 없는 인물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낳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인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편으
로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시 45:2)와 “나의 사랑
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아 5:10),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 5:16) 등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용모와 신체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아
름다웠다고 본다. 이런 주장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 지망자였던 렌툴루
스(Lentulus)의 글이 대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나이가 우리 시대에 이곳에 나
타나서 지금도 살고 있다. 백성들은 그를 진리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의 제자들
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
고 있다. 그는 몸집과 키가 중간 정도이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
기를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사랑을 느끼게 할 만큼 덕이 높은 용모를 갖추고 있
다. 그의 머리카락은 익은 밤과 같은 빛깔이며 귀 근처는 미끄럽고 거기서부터 위
로는 약간 푸른빛이 나며 머리는 물결치듯 파마한 머리처럼 되어 있다. 머리카락
은 어깨 위를 물결이 흐르듯 덮고,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머리 한 복판에
가리마가 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침착하며 주름살도 없고 상처도 없으며 약
간 홍조를 띤 얼굴이다. 코와 입도 훌륭하게 생겼다. 그의 턱수염은 많고 깍지 않
았으나 머리카락과 같은 빛깔이며 길지 않고 턱 있는데서 갈라져 있다. 그의 눈은
인상적이며 빛나고 있다. 그는 격렬한 어조로 책망하지만 권고할 때는 부드럽고
유순하며 늘 엄숙하려고 해야 할 정도로 명랑한 표정을 하고 있다. 그가 웃는 일
을 본 일이 없으나 때때로 우는 모습은 눈에 띈다. 그의 몸은 날씬하고 자세가 바
르며 손과 팔은 아름답게 보인다. 말하는 어조는 진지하고 말수가 적으며 신중하
다. 그는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우아한 사람이다.”
이 글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꾸민 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가서의 비유적 묘사와 비교하면 렌툴루스의 기록은 사실
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의 화가 토마스 히피(Thomas Heaphy, 1813~1873)는 평생을 예수님 진영
(眞影)을 얻는 일에 바쳤다. 가장 일찍 그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친히 예수님을
본 사람에 의하여 전수되어진 초상화가 없을까? 그는 예수님이 초상화가 있을 듯
이 생각되는 곳은 모두 방문하고 로마의 카타콤(Catacomb지하 동굴)을 여러 차
례 방문하여 그 곳의 벽화들을 찾아 일일이 살피다가 마침내 로마의 네레우스, 아
킬레스 카타콤(Nereo, Achileo Catacomb)에서 가장 초기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초상화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전해준다. 네레우스와 아킬레스는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때에 예수를 믿는 죄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느 독실
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묻힌 카타콤 천정에 그들을 내려다보는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린 사람이 친히 본 예수님의 얼굴의 그 특징을 살려 그린 듯한 초상
화이다. 이 그림은 2세기 초의 것으로 감정되었다. 그의 모습은 진실 된 모습, 긴
머리칼, 검은 수염과 콧수염이 뚜렷하고 그 얼굴은 매우 강렬하고 성격이 충분히
나타나 있고 더욱이 흠모할만하며 지혜롭고 자비심이 많게 보인다.
옛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실제의 모습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나 전설이나 그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그의 인
격이 잘 나타나도록 초상화를 그린다. 실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참으로 그
렇게 생겼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초상화에 그를 생각 할 수 있는 품위와
권위와 인격이 배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
들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롬 8:29). 이 말이 예수님의
용모를 닮으라는 말이 아닌 것을 잘 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형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형상이라고 한 말은 ‘에이콘(eijkwvn)’인데, 품격을 뜻하는 말이
기도 하다. 즉 ‘같은 근원에서 기원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형
상을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근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다. 그 카타콤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을 직접 본 어떤 사람의 솜씨라고 생각되지만 동
시에 그 용모에 예수님의 품격이 깊이 배어 있도록 그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시중에 나도는 예수님의 초상화 사진은 무턱대고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초상화들을 참고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네레우스 아킬레스 카타

콤의 예수님 초상화와 요즘 보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초상화는 아주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과 신체 조건을 우리가 몰라도 불편이 없다. 다만 그가 공중
봉사에서 나타내신 생활의 모습 속에서 자비와 은혜와 용기와 힘을 넉넉히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30세가 되기까지 가정생활에서 단련한 모습일 것이다.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동생이라고 번역했다(막 3:31, 32).
그러나 이 말 ‘아델포이(ajdelfoi 단수 ajdelfov")’는 형제들이란 뜻이지 형님, 동생
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며 누이들이 있었
다(막 6:3). 이들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성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성경
에 나타난, 형제들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나, 예수님이 그 모친을 대접한 기록 속
에서 그들이 예수보다 손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유대 풍속에서는 손아래
사람이 손위 사람을 찾을 때는 엄격하게 예의를 지켜서 직접 찾아 할 말을 전해야
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우라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마가 3장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
고 기록하였다. 동생들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함께 왔기 때문
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더욱 어머니가 예수님의 동생인 그의 아들
들에게 가서 형님을 모셔오라고 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형
을 나오라고 하고 있다. 당시 풍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태도이다. 또 요한복음 7
장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윽박지르
는 장면이 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요 7:3, 4). 이런 태도
도 당시 풍습에 맞지 않는 태도이다. 손위 사람에 대한 예절과 맞지 않고 손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한
것을 본다. 만일 마리아의 친아들들이 있었다면 으레 그 어머니를 맡아 봉양했을
것이며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에 미루어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로 예수님만 낳고 요셉에게서 다른 아들을 낳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는 말이 아
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마 1:25)라는 말씀은 아들 예수를
낳은 후에는 동침하는 생활을 했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는 요셉과
결혼했고 결혼생활을 했다.
성경에는 예수 12세 때 얘기 후에 요셉의 얘기가 다시없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
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셉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
하게 하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7절의 맏아들이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마리아에게 첫 아
들이란 말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는 첫 태의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눅 2:23) 이것은 남자편의 맏이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첫
태의 처음 난 남자를 뜻하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태의 처음 난 남자이다. 그
래서 그는 맏아들인 것이다.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맏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맏아들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사단에게서 도로 찾으시고 이 지구의 장자가 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때 맏아들
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히 1:6). 맏아들을 낳았다는 말씀 안에는 이런 사실이 암
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화잇 여사는 시대의 소망(Desire of Ages)에서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형제
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소망 86). “예수님보다 손위인 그들은 예수께서 그
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확실히 진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50편 20절의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는 말을 인용하여, 이 말씀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비방할 사실
을 예언한 것인데, 네 어미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
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
의 동생이라고 말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 어
미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하여 학자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
다. 그중에 Barnes라는 학자는 “‘어미의 아들’이란 표현은 당시 ‘일부다처제’가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아버지는 동
일하나 어머니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 있어서 ‘어머니 아무개 씨

의 자식’이란 식의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여 ‘어미의 아들’
이라는 표현이 한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0절을 인용하여 예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친 아들들이었
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
낸 태도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인 것이라고 믿
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랍비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조롱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전 15:7). 그
후로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행 1:12~14). 야고보는 초대 교
회의 기둥이었다(갈 1:18, 19). 예루살렘 총회 때 총회 의장으로서 중재자의 역할
을 하였다(행 15:13). 헤게시퍼스(Hegestippus, 120~180?)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으며, 경건 생활은 본이 되었고 얼마나 기도의 생활
을 했는지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 같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
을 받았으며,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 그의 신앙생활을 넉
넉히 짐작할 수 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당시의 제사장 아나니아가 야고보
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총독 베스도(Festus)가 죽
고 후임 총독 알비누스(Albinus)가 부임하기 전 공백 기간을 이용하여 재판을 열
고 야고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로 쳐 죽였다(Josephus의 Antiquities- 유
대 고대사 20권 9장)고 하였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리하여 일찍 순교자가
되었다. 그 외에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하여는 잘 모르나,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했다고 본다.
남편이 일찍 죽고 없는 가정에서 의붓자식들을 거느리고 마리아의 가정은 무척
어려웠을 것이며 이 시련의 환경에서 예수님은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면서 과단성과 품성의 견고함을 키워서 마침내 공중 봉사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제 6 장 침례요한

1. 예언과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57절에서 80절까지 잘 기
록되어 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처음에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서 시작된 제사장은 다윗 왕 때에 이르러 그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들을 24반열로 나누어 각 반열마다 1년에 2
회씩 1주일간 교대로 성전 봉사를 하도록 계획하였다(대상 24:7~19). 이것은 바
벨론 포로 때까지 계속되다가 포로 이후에는 제사장 직분이 전통대로 행해질 수
없었고 제사장도 많이 없어지고 전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스라,
느헤미야 등에 의해 고토로 돌아왔을 때 성전 봉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제사장 직
분은 다시 그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 다윗이 마련했던 반열
은 다 흩어지고 없어 그대로 수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을 정리하여 24반열로 나누어 옛 다윗의 제도를 부활시켰다. 요한의 아
버지 사가랴는 에스라에 의해 회복된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었다. 아비야 반열은 8째 반열이었다(대상 24:10). 제사장들은 수가 많았으므로
(예수님 당시에 약 2만 명이었다고 함) 성전 봉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봉사자
를 결정하였다(눅 1:9).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최후의 방법이었다(잠
16:33). 이 때 성전 봉사 임무를 맡는 제비는 아침에 세 번 저녁에 한 번 뽑았는
데 첫째는 이른 새벽에 제단을 청소하고 불을 준비하는 임무, 둘째는 제물을 준비
하고 등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임무, 셋째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임무, 마지막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뽑았다. 제비에 뽑힌 제사장은 그 반열의 머리로 추
대되어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고 보니 한번 제비 뽑히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평생 한 번도 못 뽑힌 사람도 있었다. 이 때 사가랴가
제비 뽑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들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 있는 사
람으로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눅 1:6)이라고 하였다. 그 가정의 신
앙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이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부모로 택함을 입
기에 넉넉하였다.

사가랴가 직무를 따라 분향할 때 가브리엘(뜻: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나이 많아 인간적 원욕이 사라진 자기
에게 출산의 통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중에 평소의 그의
신앙과는 달리 불신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연약성과 그로 인한 불가능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신을 나타내기가 쉽고,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자기의 신앙이 객관
적 사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신앙이 자기와 자기
의 생활에 아무 능력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사가랴의 경건과 신앙이
상식을 벗어난 일로 보이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천
사는 믿지 못하는 그에게 천사의 기별이 확실하다는 사실의 표로 사가랴가 벙어
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기별을 믿지 못하면 그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불신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메시야의 선구자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하였으며 그가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굉장한 소식이었다. 메시야가 오신다는 기별이 아닌가! 선구자의 예언은
구약성경 말라기에 잘 예언되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
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5, 6).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예언하
였다(사 40:3~5). 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그 천사
가브리엘은 이 예언을 사가랴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다. 천사는 그 선구자에 대하
여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늙어서 잉태하였고 부끄러워 5개월이나 숨어 있었다.
그러나 여섯째 달에 예수의 수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유대 산중 사가랴의 집에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기쁘게 마리아를 맞았고 복중의 요한은 주의 모친(눅

1:43)이 방문한 것을 기뻐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
이 있도다”고 고백하였다. 남편의 불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약속대로 요한은 출생하였다. 이웃과 친척이 듣고 크게 즐거워하였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유
대 산중에 이 소문이 두로 퍼지자 듣는 자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하여 두
려워하였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런데 이제 선지자 중 가장 큰 자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기뻐하고 즐거
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눅 1:14). 이런 기쁨과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참으로 메시야의 오심의 장엄
한 서곡은 메시야의 탄생이 기적이듯이 기적적으로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놀라
우신 은혜가 요한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자랐다. 마치 시내 광야의 모세처럼, 디셉 산골의 엘리야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성령의 준비시키는 은혜를 따라 자라났다. 천연
계는 항상 사람을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진지하게 한다. 요한은 천연계에서 하나
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으로 자라났다.
여기서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본다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인 것을 기준으
로하여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가 언제일지 추측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비야 반
열은 제 8 반열이다. 제사장이 모두 24 반열인데, 1년 12달을 반달씩 24로 나누
어 각 반열이 한 달에 1 주일씩 1년에 두 번 성전봉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처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사장의 수가 적어서 몇 사람의
제사장이 성소봉사의 모든 것을 바쁘게 수행했지만,
이미 말한 대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24
반으로 나누어서 각 반이 1년에 두 번 1 주일씩만 성전 봉사를 하도록 제도를 정
한 것이다. 제 1반부터 4반까지가 1월에, 5반부터 8반까지가 2월에, 이렇게 한
차례가 돌면 다시 7월부터 같은 순서로 한 주일씩 배정을 하여 봉사하였다. 그러
므로 제 8반인 아비야 반 제사장들이 1년의 전반부라면 2월 후반부에 성전 봉사
를 하게 된다. 유대 종교력으로 둘째 달은 태양력으로는 4월 16일쯤부터 5월 15
일쯤까지이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양력 5월 8~15일에 걸쳐 성전 봉사하는 직무

를 수행한 것이다. 이때 천사에게 요한의 수태 소식을 들었으며, 그가 집으로 돌
아가서 그 아내가 잉태하였고, 그 후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
수 잉태할 것을 전했으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때는 양력 11월 1~15일
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양력 8월이나 9월경에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비야 반열이 제 8반이라는 사실을 기준으
로 추측한 것일 뿐이다. 성경이 침묵하는 일에 추측으로 용훼(容喙)하는 일이 조
심스럽다.
2. 요한의 사업
성경은 요한의 사업을 간단하나 명백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누가복음서가 그러하
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 그의 사업을 살펴보자.
1) 주 앞에서 큰 자(눅 1:15)
때때로 사람 앞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침례 요
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그 당시 세상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으나 주 앞
에서 큰 자로 인식한 자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큰 자로 보셨다.
그는 메시야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낸 사자이다. 그러나 그는 헤롯
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4절중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요한의 일을 비치셨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마 11:11).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큰 자였다. 하
나님이 크게 보는 자를 크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는 복되리라.
요한은 스스로 큰 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다(마 3:11). 그는 자기를 하나의 소리라고
만 주장하였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요 1:23). 그는 하나님의 소리였다. 소리
는 분명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다. 요한은 예수 그
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였다. 그 소리의 주체는 요한 자신
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
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람들로서 남은 자손
도 분명한 소리를 내는 광야의 소리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다.

요한 스스로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소임을 충성을 다해 수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소임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여기실 것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시 16:3). 요
한은 자기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충실히 감당하였다.
2) 성령이 충만한 자(눅 1:15)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
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
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 증거는 예수의 증
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
장 6절에서 8절은 이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일 수밖에 없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예수를 증거하기에 합당하도록 순결하여야 한다. 그는 포
도주나 소주에 취할 자가 아니다. 그는 성령에 취하여 자기를 보전한 자이다. 오
늘날 예수의 증인도 그와 같아야 한다. 요한의 이러한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을 많
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
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눅 1:15, 16)고
기록하였다.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성령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이런 직
분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3) 건강 개혁자(눅 1:15)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는 빈들에서 거하였다. 그는 사치와 일
락(逸樂)을 몰랐다. 옛날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민
6:1~6). “나실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 자를 뜻한다. 삼손이나 사무엘
(삿 13:5; 삼상 1:11)은 모태에서부터 종신토록 “나실인”이었듯이 침례 요한도
그런 “나실인”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존재하였다. 인간의 사치와 안
일에 그의 생활로 도전하였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마 3:4). 이것은 사치스

런 옷이 아니다. 질겼을는지는 몰라도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았다. 그 당시
사회의 사치스럽고 비활동적 의복에 대한 도전이었다. 물론 그 옷은 옛날 엘리야
가 즐겨 입었던 옷과 흡사하였다.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마 3:4). 석청은
물론 빈 들 바위틈에 벌이 쳐둔 꿀을 말한다. 이것은 그의 거처가 빈들이었음을
증거하며 메뚜기는 벼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콩을 뜻한다. 지금도 유대 광야에
자생하는 것인데 “요한의 빵”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나무 열매이다. 원어로는 “아
크리스(ajkriv")”인데, “초목의 꼭대기에 뾰족하거나 빛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유대 광야에 자생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리는 열매이다. 벼메뚜기로 오해하지 말아
야 한다.
하나님 앞에 큰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건강 개혁자여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예
수님의 신체가 강인하고 튼튼하였을 것임을 보았거니와 선구자 요한도 그랬을 것
임이 분명하다. 큰일을 수행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
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건강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4)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함(눅 1:17)
요한은 오리라한 엘리야였다(마 17:10~13; 11:14). 천사가 사가랴에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눅
1:17)고 전하였다.
엘리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엘리야란 “여호와는 하나님이
시다”인데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하나님 앞에 큰 배도를 했을 때, 즉
바알을 경배하여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부속했을 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가 참 하나님인지를 능력으로 증거한 선지자이다. 그의 이름 자체가 변증적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름이다. 요한의 사업은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생활할 제2의 엘리야였다. 엘리야의 사업은 개혁사업
이었다. 중심사업은 종교개혁이다. 앞에 말한 대로 바알을 대항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다(왕상 18:20~21). 그리하여 그는 아비
의 관심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였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 하나님의 계
명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였다. 무관심의 상태에서 피차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마음을 이끌었다. 요한은 곧 이 일을 할 것이
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거스르는 자들을 하
나님의 합당히 여기시는 백성이 되도록 할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주의 길을 예비
할 것이었다.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생활개혁과 건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시대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도록 준비시켜 오실 메시야를 맞도록 하는 일
이었다.
3. 요한이 봉사함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요한은 요단강가와 유대 광야에서 이스
라엘을 향하여 외쳤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갔고 그에게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요한의 일을 주시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심복을 요한
에게 파견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하였다(요 1:19~28).
첫째, 당신이 메시야인가를 물었다.
요한의 대답은 명백하였다. 아니다.
둘째,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나 요한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 침례요한 자신의 대답과 마태복음 11장
14절과 17장 13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일러준 일이 일치
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야의 선구
자로 온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으므로 선구자의 일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의 질문은 근본적인 오해 속에
서 발하여진 것이다. 구약은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 병거를 타고
승천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메시야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다
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기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불 병
거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요한은 결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다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엘리야적 사명을 가지고 온 요한이었다. 그러
므로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은 합당하다. 흔히 그릇된 가정아래 질문을
던졌다가 부정적 대답을 들으면 자신의 가정이 그릇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대

답을 빌미삼아 진리를 포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질문이 바르지 않
으면 바른 대답을 기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
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그러면 그 선지자이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선지자이다. 모세
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 언젠가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하였다. 이 ‘예언
된 선지자’는 메시야의 대명사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였다.
그러면 무엇인가? 요한은 자기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였다. 자기는 선지자 이사야
의 말한 광야의 외치는 소리(사 40:3~5)라고 하였다. 요한은 소리였다. 그의 존
재 자체가 소리였다. 그는 메시야의 오심을 광포하는 소리였고 그 시대를 질책하
고 경고하는 소리였다. 그러므로 소리로서 분명한 뜻이 전해지면 만족하였다. 요
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고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은 소리의 직책이요 예수
는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요한의 사상이었다. 선구자가 자신이 소개
한 주인이 왔을 때 자신은 없는 듯 사라지고 그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당
연하며 오히려 선구자 자신에게는 기쁨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친구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 요한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 요한은 안내자요 예수는 구주이시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맡
을 분이 예수님이시다. 맡을 자가 와서 맡을 것을 맡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의 생애에도 예수께서 오시므로 자신은 쇠하고 예수만이 존귀케 되어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이것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실 사업을 소개하였다. 예수는 심판과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마 3:10).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의 공중
봉사가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
다(요 3:17).
그러나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된다. 진리는 그 자체가 양면성을 가진다.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
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모두가 구원과 심판을 아울러 선포하는 내용이다. 요한
은 메시야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
신다고 결론을 맺는다. 학자들 사이에는 불은 무엇이며 성령은 어떤 뜻인가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것을, 불은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사실을 예언적
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 말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기능을 함축시킨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소개하면서 알곡이 되기 위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
하였다. 회개는 천국의 관문이다. 형식주의와 교권주의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
하였다. 조상이 의인이라는 조건은 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마 3:10~12).
그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분수를 지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
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피차 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회개는 생활로 증거 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민들이 서로 선한 이웃이 되어 옷을 서로 나누어 입고 도
우며 세리들은 정직과 청렴으로 늑탈하지 말 것과 군인들은 지키는 자로서 임무
를 다하여 각각 자기 위치에 정직하게 성실하라고 권고하였다(눅 3:10~14).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정직히 인식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
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회개를 실천하는 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서로 마음을 돌이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
게 한다는(눅 1:17, 말 4:5,6) 말에는 인간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존재관계에 관한 것이다. 세 천사
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는 기별이다. 사람은 창조주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그분이 나의 존
재 근거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인간관계 안에 심어 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존재 근
거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없었으면 자식들은 존재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중자애(自重自愛) 해야 한다. 그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다. 제 5계명이 이 사실을 지적한다. 부모를 공경
하라는 계명은 생명과 관련된 계명이다.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한다. 자식의 생명
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 그 부모의 최초의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요 이유이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
닫는 것이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요한은 바로 이런 관계를 일깨우는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장본인이시오, 요한은 이 일을 성취할
길을 예비한 사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런 존재관계, 생명관계를 인류에게 확실히 보이기 위한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
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에는 이런 근본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잘 감당하였다.
4. 요한의 순교와 예수님의 평가
요한은 헤롯의 불륜을 책망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투옥 당하였다. 요한은
분명히 메시야가 예수님임을 소개하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런
데 그의 선구자가 옥에 갇혔는데 메시야의 권능으로 구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
니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옮기
셨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자들은 옥에 있는
스승을 찾아와 예수가 과연 메시야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요한은 인간이었다.
제자들의 성화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도 의심이 서서히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었
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요한은 드디어 결심하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었다. 그것

은 첫째 자신의 마음속에 싹트는 의심을 없애고, 둘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
려는 의도에서였다. 제자들은 봉사하시는 예수를 찾아와 그 궁금하던 질문을 던
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저물도록 봉사만 계속하셨다. 제자들
은 답을 얻기 전에 떠날 수가 없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의 하시는 일과 전하는
기별을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메시야라는 확신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
었다. 드디어 예수님은 얘기하셨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
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마 11:4~6). 그들은 흔연히 돌아갔다. 그들
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군중에게 요한을 공개적으로 평가하셨다.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다.
이것은 구약 때 많은 선지자와 비교하여 하신 평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한
에 대하여 예언했으나 요한은 예언의 대상으로 성취자가 되었으며 구약의 선지자
들은 메시야를 보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메시야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에
게 침례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은 도덕적 품성과 업적, 용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전후의 사정을
잘 살피면 대답은 간단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가 요한이지만 그 요한
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예수와 협력하는 특권을 누리는
예수의 제자들보다 작다는 것이다. 그 특권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뜻이다. 실로 오
늘날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룬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할 수 있고 얻으려는
목적으로 침노하면 천국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하여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마음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소위 종교지도자들은 도래한 천국을 방관하
고 있었으며, 그 천국이 왔다고 외친 요한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따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이런 태도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이
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
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
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
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마 21:31, 32)라고 다언하신 것이
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그의 외침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왔다는 것
이니 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는 자의 것이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이다.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예
언에 속한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야의 선구자이다. 그는 신약성
경에 기록된 구약적 선지자라는 말이다. 요한 이후로는 구약적 예언은 끝이 났다.
천국의 실상인 예수께서 친히 모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오리라한 엘리야인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 사
명을 다한 것을 인정하셨다.
요한은 드디어 헤로디아의 음탕한 간계에 의하여 목 베임을 당하였다. 술 취한 헤
롯의 몽롱한 의식은 큰 실수를 하였고 그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여 돌이킬 줄 몰라
서 또 한 번 실수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예수는 감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
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다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찾아가지 않
았다. 예수와 요한의 사업은 한 줄에 매여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인
간으로서 사전에 의논한 바 없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
을 각각 감당하였다. 감시의 눈초리가 처처에 허다한데 만나는 일로 하여 공모자
의 인상을 주어 구속 사업에 필요 없는 방해를 초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훗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교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감옥 속에서 홀로 죽어갈 것인데 그들은 그때 주님 재세 당
시에도 침례요한이 홀로 감옥에서 쓸쓸히 순교를 당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은혜로 요한은 하나님의 천사의 지켜보는 중에 홀로 죽어간 것이다. 비록 잔
인하게 죽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잠든 요한은 주안에서 행복
하며 그의 수고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갚으실 것이다.

5. 현대의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침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한 것만이 아니라 말세 예수 재
림 전에 있을 엘리야에 대하여도 예언하고 있다. 재림 전에 있을 현대의 엘리야는
누구인가? 요한처럼 어떤 한 인물이 주님의 특별 선물에 의하여 나타날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야의 가장 중심 사업은 종교개혁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오직 한 분 경배 받으실 창조주로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창조주
이신 참 하나님 경배로 돌아오게 하는 과업이다. 이미 말했듯이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엘리야이다. 그러면 현대에 창조주이
신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이
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 시대 엘리야 때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걸쳐 나타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정략적으로 북쪽 바알신의 나라 시돈과 동맹하고 시돈 왕 엣바알(뜻-바알
의 종)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이세벨은 시집오면서 온 이스라엘을 바알 종
교화시키려 결심하고 바알의 제사장(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결
혼 선물로 데리고 이스라엘에 온 것이다. 그리하여 바알 종교는 왕실과 권력의 관
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활동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
두었고 온 이스라엘은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바알에게 부속되었다.
디셉 산골의 엘리야는 이 일을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드디어 하나님
의 부르심을 입고 바알과 쟁투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갈멜산 위에서 담판을
지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다.
현대의 바알은 무엇인가? 누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현대 바알과 투쟁하는
가? 바알이란 단순히 나의 주, 나의 남편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오
래 경배 받은 한 대상으로서 곧 태양이다. 고대 세계는 거의가 태양을 최고신으로
경배하였다. 애굽에서도 그러하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을 때 모압과 미디안도
그러하였다. 발람은 바알브올의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케 하였다. 하나님은 바
알브올에게 부속된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메어 죽이라고 하였다
(민 25:1~4). 바알이 태양과 관계있는 우상인 것이다. 현대의 바알도 태양과 관

계가 있다. 그것은 불신자나 이교인 중에서의 일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의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을 신으로 숭
배한 것 같이 현대의 바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가 숭배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살피면 그 근본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일요일
을 예배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알 곧 태양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이 점을 지적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기별을 주셨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
별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인데 이 기별이 전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하
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았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가장 중심 되는 이
유를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에 두고 있다(느 9:6; 렘 10:11; 계 4:11). 이 창조하
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기념하여 명한 하나님
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된다. 그 기념하
여 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 4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경고하며 투쟁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현대의 엘리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
아 경배하도록 호소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엘리야 운동이다. 현대의 엘리야도 스스로 생활 개혁과 건강 개혁을 이루어야 하
며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므로 인간 마음대로의 기독교에서 성경의 참된 창조주
의 종교로 돌아오게 사람들을 권고하는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
을 전파하는 그들이 현대의 엘리야임을 알고 그들이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
여야 한다. 그들은 바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다. 이 지구를 양심적으로
살펴보라. 성경의 기별대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그들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제 7 장 공중봉사의 시작
1. 침례 받으심

때가 왔다.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가 찬 것이
다. 예수님은 30년간 성실히 순종하여 받든 나사렛 어머니의 집을 떠나 요단강으
로 나아오셨다. 누가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눅
3:23)고 기록하였다. 30세는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해진 나이이다(민 4:3).
또한 유대인의 랍비들도 30세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은 요단강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천국의 도래를
외치고 있었다. 요한 자신까지도 자신이 외치는 천국의 성질을 확실히 알고 있었
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천국은 분명히 임하였으며 그 천국의 실상이신 예
수 그리스도는 그 선구자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아오셨다.
에세네(Essenes)파가 매일 침례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하였다. 그러나 요한의 이
침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명하신 것이며, 그 근거는 에세네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예식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마 3:15).
1) 침례의 기원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구약에는 침례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요한에 의
하여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원에 대하여 이론이
구구하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반드시 씻는 예식을 행하
였는데 즉 구약의 결례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에세네파의 의식에
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태초부터 침례의 모형은
계시적으로 나타나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는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이것
은 창조가 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
(창 1:3)에 의하여 지구는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땅이 침례를 거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 침례는 있었다. 그러므로 재창조
인 구속에도 침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은 노아 홍수의 물을 침례의 물이라고 하였다. 노아의
홍수와 홍수를 통과하여 구원된 노아의 형편은 죄를 떠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구속의 모형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

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침례를 구
속과 부활과 관련시켜 노아의 홍수를 침례의 예표로 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
았다고 증거한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는 것
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뜻한다. 이것도 구속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볼
때에 침례는 창조에서부터 적용되었고 그것은 구속과 심판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침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예식으로 계시되어진 것이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예표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침례를 베푼 요한의 증거는 침례의 기원을 분명
히 밝혀주고 있다. 침례요한은 그에게 나아와서 그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
기가 메시야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을 때, 그러면 왜 침례를 베푸는지 따졌다.
그때 요한은 침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
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
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요 1:31~34).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머물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
님께서 친히 명하여 행하라고 하신 예식인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는 증거를 하셨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끝마치실 무렵 성전 청결을 행하셨을 때에
당국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따졌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
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
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
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

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마
21:24~27)고 대답하시므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임을 증거하셨다. 그러므로 침례의 기원을 성경 이외에 에세네파나 혹은 다른 데
서 기원을 찾는 일은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침례를 명하셨다는 것은 침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십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침례를 받으셨으며, 제자들에
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고 하셨으며(마 28:19), 믿고 침례를 받
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막 16:16).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침
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생명 곧 의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롬 6:1~6).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침례(浸禮)인가 세례(洗禮)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말 의 헬 라어는 “바 프 티죠 ”(baptivzw-동사), “바프 티스모스, 바프티 스마”
(baptismov", bavptisma-명사)로서 씻는다는 뜻보다는 “물속에 잠근다”는 뜻이
더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침례이지 세
례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
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바프티죠”하고 둘이 물에서 올라
갈새”라고 하여 “바프티스마” 예식을 행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물에 내려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 오셨다(마 3:16)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물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침례를 베푼 것을
볼 수 있다(요 3:23).
요즘은 고고학에 의하여, 기록으로는 확인하기 힘 드는 일들이 증명되어 가는데
초기 예배당 건물들이 발굴되므로 그 곳에 침례 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교회의 성경적 전통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다.
바프티죠를 세례라고 번역하였는데, 사실 단어를 크게 문제 삼을 필요까지는 없
다. 그것을 세례라고 번역하였어도 물에 잠그는 예식으로 세례를 행했으면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세례라고 번역하고 그것을 머리에 물을 적시는 예식을 만들었
기 때문에 단어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물에 잠그는 예식을 행하는 교단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잠길 침(浸)자를 써서 침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바른 예식을 행하기만 하면 단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말이다.
2)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
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이유
요한은 회개의 침례(행 13:24; 눅 3:3)를 전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가 예수
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 이유를 든다.
첫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심. 둘째, 의를 이루기 위하심.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종합적이며 확실한 이유는 예수
님의 일생을 요약한 예식이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죽을 것이며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침례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간단한 예
식을 통하여 우주 앞에 선포한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실 구속 사업을 비밀히
지하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과 온 우주의 거민과 특히 악의 왕, 인
간을 영원한 사망의 속박으로 지배하려는 사단에게 그의 하실 일을 공개하신 것
이다.
이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침례는 인류에게 본이 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
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비밀히 할 것이 아니다. 떳떳하게 사회와 우주
앞에 공공연히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 생활은 예수께서 그러하였듯
이 고난과 희생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신자(神子)로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다. 친히 인간의 입장을 취하셔서 인간이 걸으실 길을 본으로 걸으셨다. 이 침례
가 사람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지는 약간 뒤로 미루어 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침례는 일단 본을 보이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율법 아래 나신(갈 4:4) 예수께
서, 단순히 그 당시의 그들의 사회적 법률적 요구들을 준행하여 이루는 의라는 의

미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당시 유대
인 사회가 유대인에게 요구한 사회적 법률적 요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장
면을 살피고 의(義)의 성경적 의미를 연구함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는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아 왔을 때에 요한은 황송하게 생각되
어 사양하였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
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4, 15). 침례를 받는 일이
어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가? 여기 의를 이룬다는 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
속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이루실 모든 의를 뜻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다. 즉
신약성경에서 읽는 자가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공
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 첫발을 내디디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러한
상황을 살필 때에 이 말씀은 그의 전 생애를 건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예수
님은 이 죄의 세상에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유일하고 완전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신 것은 그가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합당한 선언이다. 죄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
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 4:24)고 말씀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세
상에 나타낸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은 죄인을 의롭게 할 조건이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산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곧 산 자라 내가 전
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왕 노릇 할 방법
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망과 고통의 모든 것은 죄의 속
성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
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전 15:14, 17, 18). 예수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딤후 1:10)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은 의를 온전히 이루신 증거이다. 이것이 모든 의
를 이룬다는 말씀의 참 뜻이며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요 16:10)라고 하여 이 의미를 확인하셨
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닌데 환
경이 죽지 않을 수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는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 구원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재림은 육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초보도 모르는 자의 망언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한이 예수께 말한 것처럼 요한
이 예수께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인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
셔서 죄가 없으시며 생명 자체이신 분이며, 요한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가?
침례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여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업을 간단한 예식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미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아담
후손들인 죄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표상하는 것
이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예수
님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행 4:10)이시다.
⑵ 성령이 임하심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눅 3:21, 22). 예수님은 침
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다. 그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여 머물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이다. 이 때 성령이 임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형체
로 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임을 이미 살펴보
았다. 이것은 임명을 뜻하는 것임도 살펴보았다. 임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직임을 비밀히 임명하면 추종하여 받들어야 할 사람
에게 의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임명장이 수여되는 것
이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으로 탄생하셨으나 30년 세월을 평범한 시민으로, 하나
의 가정적 사람으로 생활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주 앞에서 임명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공인이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
러므로 이 공중 봉사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그에게 다시 한
번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임명을 확인하시고(행 10:38) 우주 앞에
선포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증언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
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증거하였노라.”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머물렀다고 말한다. 하나님
은 예수를 구주로 임명하시고 결코 철회하신 일이 없으시다. 여기 머물렀다는 헬
라어는 “에메이넨”(e[meinen)으로 “메노”(mevnw)의 과거 3인칭 단수인데 그때
한번 임하여 머물고 다시 떠난 일이 없는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여 메시야로 임명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셨음을
본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는 공개적으로 우주 앞에서
메시야로 임명되셨는데 이것은 그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부활하셔서 생
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실 때 구세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구비하신다는 예

언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구주의 자격은
자연 상실된다. 그도 사망의 권세에 정복당하고 다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
내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통하여 우주 앞에 선포한
약속대로 과연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임명한 사명을 완수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
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히 13:8)다. 그를 구주로 우주 앞에서
임명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임명을 다른 이에게 옮기신 일이 없다. 재림하시는 예
수님도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동
일하시다는 헬라어는 “호 아우토스”(



) 인데 바로 “그 자신”이라는

뜻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그 자신이라는 말이다.
⑶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울려나오므로 이 침례의
자리에서 삼위일체가 함께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 때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도록 명하셨다(마 28:19). 침례에는 항상 삼위
일체가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아들 선언은 예수님 홀로 들으신 것이 아니다. 예
수 안에서 침례 받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들으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모든 침례
받는 자들은 예수께서 들으신 꼭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
들인 것처럼 그들도 아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은 질문이 좀 이상한듯하지만 생각
해 볼만한 문제이다. 침례 후에 하신 성부의 선언은 영원 전부터 이미 아들인데
이때 사람 되신 아들을 우주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말씀인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 질문의 대답을 하기 위하여 앞에 말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
다. 즉 만일 그가 부활하지 못하였으면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도 사망
에 매인 자이니 그는 존재하지 못하는 자이다. 어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눅 20:38).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지 못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롬 1:4)

다. 가장 확실한 의미에 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다. 그
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될 것이기 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의 위를 취하셨으며 이것이 성육신
하여 나타나시고 영원한 부활로 확정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감명적인 말로 예언하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
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
지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바 될 때에 ‘아들 아기’로 오신 것이다. 근본 하나님
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오셨으며,
오실 때는 인간 아기들처럼 아기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
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빌 2:6, 7)셨다고 계시한 것이다. 얼마
나 큰 희생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
들이라고 부를 일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이런 성취를 통하여 모든 죄인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 일을 인하여 모든 신자(信者)는
예수님이 아들인 것과 꼭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가? 그것은 물론 예
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이다. 만일 예수께서 실제적인 부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란 선언을 들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재림하시고 실제적으로 부활
한 후에라야 비로소 아들이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한다 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히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의 생애를 예표하는 예
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식 곧 침
례를 통하여 그와 연합될 때 그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선
언을 들으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건마다 구속의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뜻이다.
이 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 위(位)를 취하신 의미에 대하여서
는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연구할 때 말한 내용을 더 참
고 하기 바란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
들이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3) 침례의 신앙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누구든지 이 예식을
통하여 자신과 연합하는 표를 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마 28:19)주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는 모두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침례를 받지 않을 것이다(막 16:16).
침례의 뜻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6절에 확실히 설명되었다. 요약하면 예수 그
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만
침례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의 모든 일에서 연합하지 않겠
다는 뜻이다. 침례는 결국 이상의 내용의 내적 경험을 형식을 통하여 외적으로 선
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일에는 최소한 네 가지 상태가 이
루어지는데 그것은 중생(重生)과 칭자(稱子)와 칭의(稱義)와 성화(聖化)이다. 그
러나 대체적으로 칭자 곧 아들 됨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중생이 하나님을 믿
는 사람의 성질(nature)에 대한 표현이고, 칭자는 신분(status)을 칭의는 입장
(situation)을 성화는 상태(condition)를 표현하는 말들이다. 침례는 이중에 신분
과 관계가 있다. 출생은 자연적이며 생리적이지만 호적 신고는 법률적이며 의지
적이다. 중생은 출생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칭자는 호적 신고와 같은 것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호적 되지 않은 자녀는 국가의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 그것과 같이 내면으로 진정한 그리

스도인이며 중생을 경험했으나 침례를 통하여 그러한 자신을 신고하지 않으면 하
늘나라 국민으로 법적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
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기 존재의 합리적 이해라
는 것은 이미 말하였는데, 침례는 자기 존재를 확립하는 의식(儀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침례는 신앙에 있어서 그 의미뿐 아니라 그 예식 자체가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혹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 신앙고백을 한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
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놓여 계속 살았다면 침례를 안 받았을
것인가? 그런 특수 상태의 예로써 일반적인 상태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모순이다.
침례의 형식에 대하여는 이미 논하였는데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바프티스마”도
하나라고 하였다. 이 말이 침례를 뜻하는 말이요 세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침례의 형식도 하나뿐이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중생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것은 이미 부활한 것과 같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
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라”(골 2:12). 이와 같이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생활의 모습은 “누구든
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갈 3:27). 사
람이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듯이 침례를 받
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
이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인 것이다.
2. 시험 받으심
1) 광야로 나가심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다. 이 광야는
유대 남쪽 즉 예루살렘 남쪽 언덕지대에서 사해까지 뻗쳐있는 지역이다. 그 넓이
는 길이 56㎞, 폭이 24㎞나 되고 구약성경에서 여시몬이라고 불렀다(민 2:20;
23, 28; 삼상 23:19, 24). 그 뜻은 “황폐”, “광야”로서 이름 그대로 황폐하고 적

막한 곳이었다.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로 가”셨다고 기록하였다(마 4:1). 잘못 이해하면 예수께서 시험 받을 목적으로
나가신 것처럼 느껴지나 마가와 누가의 기록은 이렇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
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막 1:12, 13),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
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눅 4:1, 2).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당신이 이행해야 할 사업을 명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기회를
마귀가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당신이 이루셔야할 큰 사업을 명상하시며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이다. 그는 하늘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는 성부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신 처지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 힘을 얻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이다.
왜 광야로 나가셨는가? 이것은 침례요한이 하필 광야의 소리라고 했는가에 대한
대답까지 얻을 수 있는 질문이다. 성경의 대답은 명백하다. 이 광야는 죄로 거칠
어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모세도 시내산 광야에서 부름을 입었다(출 3:1~5).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된 세계를 노래하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솟
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였다(사 35:1~7).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
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 이 말씀은 광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밝혀준다. 하나님은 성
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변하는 것은 광야와 밭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
는 광야와 밭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하여 새사람 되는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
는 말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친 유대광야의 모습을 보시며 마침내 성령으
로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할 구속 사업 곧 재창조의 사업을 명상하시기 위
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이다.
마가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다(막 1:13)고 기록하였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거하신 광야가 어떠

한 환경인지를 설명해 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들짐승과도 격의
없이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도 된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다른 피조
물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모든 생물은 죄 없는 중에 사람과 사랑으로 친하였으나
죄가 불신과 분리를 낳았다. 그 후로 사람은 짐승과 같이 있을 수 없도록 피차 사
납게 되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태초의 그 상태로 사귀실 수가 있으셨
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다. 사랑에 정복된 자는 즐겨 헌신적으로 순
복하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은 짐승들을 순복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St. Francescod' Assisi, 1182~1226)의 전기에서 그가 짐승
들과 어떻게 교제하였는지를 읽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평가하기
를 그리스도 이후의 최대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성정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
현실이 이르기 전에 심령의 현실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 인류의 시조는 먹는 것 때문에 범죄로 떨
어졌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시험이 되지 않을 길을 본으로 보이셨다. 또한 생명
이 음식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다. 먹는 것이 사는 조건이 아니다. 그렇
다면 먹을 것만 있으면 언제나 살 것이 아닌가? 이 금식의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
님께 자기를 맡겨버린 시간이었다. 금식과 기도는 사단을 내어 쫓는 능력이다. 마
태복음 17장 21절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신 후에 “금식과 기도가 아니
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난하 주)고 하셨다. 예수님은 귀신의 두목 사
단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또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
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과정을 축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마태는 이스라엘 민
족이 출애굽한 사건이, 예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돌
아오실 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

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
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 2:14, 15). 그때는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 사셨으나 이제 옛날 이스라엘
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만나로 살아간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중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표상된 죄의 세상에서 불려 나와서 광야로 표상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야할 실상을 보이신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
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
심이니라”(신 8:3). 이런 이유로 마귀가 첫 시험으로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이다.
2) 사단의 시험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에게 접근하였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었고
그의 인성은 심히 피곤해져 있었다. 사단은 예수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기회는 이
때라고 판단하였다. 참으로 비겁한 사단이다. 가장 연약해진 때에 공격하다니. 하
기야 싸움인데 사정 볼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할지라도 비겁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같은 방법으로 공격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
상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사단은 태초에 여자에게 간교하게 접근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천
사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금식과 기도를 하
나님이 가납하셨다고 전하였다(소망 116).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
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듯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즉 참으
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위하여 몇 가지 실험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상처 없이 완전하게 뛰어 내리고 또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이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창
세기의 뱀의 유혹과 같은 내용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만하다는
말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다. 사단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인 선악과를 유혹의 물
질로 삼았다. 이것은 먹고 보고 높아지라는 얘기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육
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다. 떡은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이
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절하라는 것은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이요, 높은 성
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평지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라는 지혜를 얻을만한 이생의 자랑이다. 사람을 죄로 이
끄는 유혹은 한결같이 이 세 방향에서 이르러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단
이 틈타지 못하도록(엡 4:27) 오관의 문을 잘 지켜야 한다. 사단은 문을 통하여서
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활에 바늘 구멍만한 틈만 생겨도 들어온
다. 와서는 거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틈을 모두
철저히 막아야 한다.
사단의 이 시험에는 이런 뜻도 있다. 예수께서 구원할 대상은 인간이니 그들의 요
구에 만족을 줄 능력을 갖춘 증명을 해 보이라는 것이다. 즉 돌들로 떡을 만들면
먹는 문제로 항상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구주로 받들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과연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을 운동을 벌렸다(요 6:15). 이러한 문제에 인간은 항상
민감하다. 높은데서 뛰어 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즉 자연의 일반 법칙에 구애되
지 않은 능력을 보이면 모두 너를 어려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자로 알고 추앙할
것이니 너는 인간을 지배하여 목적을 성취할 것이라는 뜻이다. 곧 정치적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시험은 종교적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만국의
영광을 지배하는 자는 반드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 종교적 능력을 갖춘 확실한 증거는 구세주로 군림하는 일에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적, 세상적 사고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희생하러 오셨다. 그리하여 이기심으로 타락한 인간을 자기희생의
사랑의 정신으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분
명히 대답하셨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존재의 원동력인 하나님
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말씀이 없었

으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말씀
을 떠날 때 그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는 것은 성경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곧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까
지를 포괄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죄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새로운 존재를 얻게 된다. 지금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무존
재를 공언하는 것인데 그날에 마침내 무존재가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생활 원칙까지 포함하셔
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원칙 안에서 식생
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밥상이 삶에 올무가(롬 11:9)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하나님께
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
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 1:29)고 명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주
신 것이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에게 베푸는 맨 처음 사랑은 먹는 것을 올바
르게 먹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
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
다. 음식에는 베푸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함북 들어 있는 것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어서 땅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하고 삶
이 피폐해졌을 때, 사람이 먹고 살아야 구원의 길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님의 사랑은 일단 산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창9:1, 2). 그래서 사람의
음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되었다. 하나는 음식으로 창조해 주신 것과, 다른
하나는 음식으로 허락한 것이다. 육식은 홍수 후에 허락한 음식이다. 허락했다는
것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
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는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허락한 음식을 취소할 때가

되었을 때 허락한 음식을 그만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창조한 음식으로 돌
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과실과 채소와 곡식들을 먹고 살도
록 당신의 백성들을 되 돌이키고자 하신다.”(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322).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음식, 곧 창조해 주신 음식을
먹도록 되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성령으로 주신 기별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신앙과 진리의 원칙을 따라 요리하도록 헌신해야 한다. 그들은 가족들과 그 음식
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빵 한 덩어리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251). “좋
은 빵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한 덩어리의 빵에는 많은 사
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종교가 있다”(위의 책 315). 우리는 이 원칙을 기억
할 필요가 있으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
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세우셨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시 119:91). 그런데 이 규례를 고의적으
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바로 보호
의 울타리인 것이다. 이 울타리를 우연이든 고의적이든 벗어나는 것은 보호의 손
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도 안전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제넘은
일이다. 그러므로 짐짓 그런 일을 시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
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그의 법의 확실함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입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
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을 어기다니! 법을 어겨도 무사한 것은 아들의 특권이 아니
요 모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확실한 신뢰로 하나님의 울
타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세계는 정치적 능력에 의하여 구원될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이다.
셋째는 사단이 신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참 신이시라고 대
답하셨다. 이 세상의 물질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얻을 방법이 있는 곳에 절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세상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참된 경배가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것만이 참된 종교인 것이다.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섬기는 종교인 것이
다(마 4:11). 사단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네가 내게 절하면”이라고 말할 때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흔히 상식적으로 대답하면서 사단이 이 서두를
세 가지 시험에 다 말한 것처럼 알고 있으나 내게 절하라고 요구할 때에 어찌 하
나님의 아들이어든 절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단은 그런 일에 정확하였다.
사단이 이 시험의 말을 하는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전해준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
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눅 4:5~7). 천하만국 곧 이 세상
은 사단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자
기의 말을 듣게 함으로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은 사실을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당
당히 주장한 것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
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그래서 사단은 아담 대신에
이 지구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
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
이 없으니”(요 14:30)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실은 인정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
께서 이 통치권을 회복하려 오신 것이다. 사단은 그 투쟁의 시초에 단번에 예수님
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가장 연약하여진 시간에 덤벼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3) 사단의 질문법
사단은 가정법으로 질문하였다. 이 가정법 질문에는 “너는 가짜다”라는 주장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사단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도 가정법으로 그리스도인

에게 도전하면서 그 신앙을 증명하기를 요구한다. 이 증명 방법은 오늘날 금과옥
조로 여기는 학문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오늘날 학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설,
실험, 증명의 방법이다.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가정이 사실인 것
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사단의 질문은 이 방법에 꼭 맞추어 한 질문
이다. 풀어 보면,
가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실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증명, 이 돌들이 떡이 되면
사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 죄의 질서에 속
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질서 방법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저 세상적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적 학문과 질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
터 오신 존재로 계시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
요 신앙으로 되는 것이다. 구원의 진리는 신앙의 대상이지 학문적 논리는 아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계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
이며, 그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고도의 논리성을 띤 학문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는 고로 말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세상적 학문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실현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도 같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요일 3:1; 4:17).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학문하는 방법으로 신앙의 진리를 증
명하려고 도로(徒勞)를 범하고 있지 않나 염려된다.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에 맞
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예수님의 대처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
믿는 것이 이 세상 논리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일치하면 하나님의 논리에는 맞는

것이다. 말씀하시매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신앙하는 자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
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26). 이 말씀이 세상의 논리에 맞은 말
인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논리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한
다.
3.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을
사단은 그 절호의 기회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
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눅 4:13). 예수님은 기
진맥진 하셨다. 그는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광야를 떠나 요단강 쪽으로 오셨다.
이제는 주어진 기회에 이루어야 할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그가 요단강 요한
의 침례 주는 곳으로 왔을 때 요한은 선포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
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그러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
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사 52:14). 40일간 금식하
시며 광야에서 지낸 모양을 볼 때에 피골이 상접하여 40일 전에 침례 받으러 왔
을 때의 그분이라고 알아보기 힘 드는 야윈 모습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성령의 감
동으로 그분을 당장 알아보았다. 그분의 임재는 마치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신
선한 공기가 탁해진 방안을 신선하게 하듯이 그 주위의 분위기를 순결하게 하였
다. 성령이 충만한 요한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 못할 이가 없었다.
우리가 즐겨 읽는 개역한글판 성경전서에서 어린양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7절이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
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하
러 아들과 함께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묻는 말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어린양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곳은 바로 요한복음 1:29에 침례요한이 예수님
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런 성경 기록은 참으로 흥미를 북돋운다. 구약에서는 묻
고 신약에서는 대답한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8)고 대답하였으나 그 실상을 온전

히 알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리아 산
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양 예수님이 경험하실 일
을 예표한 사건일 뿐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을지라도 그 말의 충분한 내용
을 다 알았을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온전
히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월절 양이다(출 12:1~14).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
어 나온 기념일이다. 이 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하
였다. 모든 식구들은 집 안에 머물면서 문에 피를 칠하기 위하여 잡은 양의 고기
를 구워서 먹었다. 피를 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어야 하였다. 물론 심
판의 천사는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가고 그 집은 심판의 칼을 면
했으나 양을 잡은 식구들은 양고기를 먹어야 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는 모든 죄인
이 심판의 칼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
으셨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런고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은 곧 십자가에
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사망의 심
판을 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그것은 성만찬이기
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피
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구원의 생명은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날마다 죄의 세상 애
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영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제사에 드려지는 양이다. 레위기 4장에는 이스라엘 회중과 지도자와
각 개인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제사들이 표상하는 속죄제물로서의 어린양이신 것이다. 예수님
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각개인의 죄를 개별적으로 대
속하는 제물이기도 하신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
언했을 때에 바로 이런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셋째는 상번제(常燔祭)의 양이다. 상번제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8:3~8에 기록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서는 많은 제사가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제물
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드려야 하는 제사로 아침, 저녁 정한 시간에 드리는 상번
제가 있었다.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의 처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죄를 고백하여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제사장의 중보로 계속 사죄된 정결 속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예
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사죄에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생활 중에서 그리스
도의 보혈을 적용하여 그 사죄를 항상 정결케 지속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들고 간구하
신다. 상번제의 어린양은 이러한 예수님의 봉사를 표상한다(히 7:25 참고).
넷째는 대속죄일의 양이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다(레위기 16장 전체). 이것은 종말 때의 심판을 표상한
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심판에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변호하는 봉사를 하신다. 이 일이 끝나므로 그의 피 흘리심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
어진다.
다섯째는 승리하는 어린양이다. 어쩌면 요한은 이 뜻을 강조하였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나 마카비 독립 전쟁 당시 뿔난 양은 승리와 정
복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로서 어린양이라고 선
포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말을 29회나 사용하
였는데 이때는 승리자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이 어린양이라는 이름
은 예수님의 사랑, 수난, 희생, 승리를 완전히 표상하는 칭호이다. 다시 말하여 이
칭호는 메시야라는 말과 꼭 같은 의미인데 메시야는 승리의 구주로서의 인상이
더 강하지만 어린양에는 고난과 희생의 사업까지 포함된 더 포괄적인 이름인 것
이다.

제 8 장 초기봉사

1. 봉사의 시기
공관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중 봉사기간을 한 일 년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봉사 지역도 갈릴리 지방이요 다른 지역은 거의 돌보시지 않은 듯 해
보인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러한 부족을 잘 보충하여 준다. 요한은 초기 유다
지방 봉사를 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유월절을 세 번 이상 맞고 보
낸 것을 명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3년 반을 공중 봉사로 지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2:11~13 예수께서 유월절에 첫 번 성전 청결을 하셨다.
5:1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다. 이 명절에
대하여서는 깔벵은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정통학자
들은 유월절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말하였다. 2장의 유월절과 6장의 유
월절 사이에 유월절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충분히 나타
내기 때문이다.
6:4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공관복음은 사건만 기록했으나 요한은 그 일이 있었던 시기를 기록함으로 예수님
의 공생애 기간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13:1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때이며 곧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3년 반 공중 봉사기간을 나누어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AD 27년 침례 직후부터 28년 첫째 유월절까지 초기 봉사.
AD 28년 유월절부터 29년 둘째 유월절까지 유다지방 봉사.
AD 29년 유월절부터 30년 셋째 유월절까지 갈릴리 지방 봉사.
AD 30년 유월절부터 30년 가을까지 잠깐 동안 봉사에서 물러나셔서 제자들과
더욱 밀접히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심.
AD 30년 가을부터 31년 유월절까지 사마리아와 베뢰아 지방 봉사.
AD 31년 유월절 고난 기간.

마지막으로 부활 후 승천까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구분된 기간 동안 일어난 여
러 일들은 그 연대적 순서대로 복음조화에 적혀 있다. 본 책에서는 초기 봉사에서
유다 봉사까지를 초기 봉사로 다루었다.
2.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시험의 광야를 떠나 요단강 쪽으로 나아오셨다. 이 때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 요한의 이 선포는 그 이튿날도 계
속되었다(요 1:29, 35).
요한의 이 증거로 인하여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갔다.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이
었다. 그들은 침례요한을 만났을 때 메시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하였다. 두 제자는 부푼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좇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
시고 무엇을 구하느냐(요 1:38)고 물으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이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자발
적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원하
여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기도 하다. 무엇을 구하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요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요 15:7; 롬 10:12).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었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
까”(요 1:38)라고 물었다. 태초에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였다. 그러나 아담은 감히 오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못
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정반대의 경우 죄인이 구주를 향하여 어디 계신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와 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계신 데를 보고”(요 1:39) 그
날 예수와 함께 거하였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
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 그 시간이 제 10시였
다. 이 시간이 유대 시간이라는 학자도 있고 로마식 시간이라는 학자도 있다. 만

일 유대 시간이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되고, 로마식이라면 지금 우리
의 시간과 같다. 그 시간이 어느 나라의 계산법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
로 그 두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그분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었다. 안드레는 ‘먼저’ 그의 형 시몬에게 달려가 이
기쁨을 전하였다고 말한다. ‘먼저’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그와 함께 예수님에
게 갔던 요한보다 ‘먼저’ 그 형제에게 전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요한도 안
드레보다 늦게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메시야 만난 사실을 전하였음이 틀림없다.
또 한 가지는 안드레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보다 ‘먼저’ 자기 형에게 전하였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메시야를 만난 기쁨은 경쟁적으로 전해져야 하고 식구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했
을 때 그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코’(euJrivskw)인데 그것은 ‘발견한다’는 뜻이다.
우연히 찾아진 것이 아니고 찾으려고 애쓰다가 찾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에
서 안드레와 요한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야를 찾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간절
히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마 7:7, 8).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찾은 최초의 네 제자가 생겼다. 물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때 함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 안드레가 먼저 그 형제 시몬에게
갔다는 ‘먼저’를 요한이 그 형제에게 간 것 보다 먼저라고 해석하면 요한이 안드
레보다는 나중에 자기 형제 야고보를 예수께 인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도
제자로 포함시켜서 네 제자가 된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곧 그가 ‘게바’, 즉
베드로가 될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다음 빌립과 나다나
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광야에서 돌아오신 며칠 사이에 5, 6
명의 제자가 따르게 되었다(요 1:36~49).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참석하
셨다(요 2:1). 언제부터 사흘 되던 날인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연거푸 3회가 나온다(요 1:29, 35, 43).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이 나타난다.

이것은 43절의 빌립을 만난 후 사흘 되던 날임을 알 수 있다. 29절의 상황을 살
펴보면 이것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시험을 이기시고 요단강에 나타나신 이튿
날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흘 되던 날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후 한
5일 정도 되던 날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당시의 유대인의 풍속으로는 처녀는 수
요일 즉 안식일의 넷째 날에 결혼식을 하고 과부가 재혼할 때는 목요일 곧 안식일
의 다섯째 날에 결혼식을 하였다. 이 날의 결혼식이 처녀의 결혼식이었을 것 같으
며 수요일이었을 것이다. 혹시 파적(破寂) 삼아 예수님 침례 받으신 날과 첫 제자
를 만난 날 등의 요일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 잔치 집은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친척이었던 듯하다. 예수님의 모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포도즙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를 모친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봉사를 혼인잔치 집에서 시작
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제도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봉사를 혼인집에서 행하심으로 이 세상의 가정들을 축복하셨다. 가정은 사회
의 시작이며 생명과 사랑의 생활의 온상이다. 참으로 가정은 복되어야 한다. 그것
은 복의 샘 근원이어야 한다. 거기서 복의 샘물이 온 사회와 국가를 적시어야 한
다. 예수님은 구속역사의 출발을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심으로 이러한 축복의 원
천이 가정이라는 것을 암시하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의 첫 표적을 행하셨다. 잔치에 손님들이 예상보
다 훨씬 많이 온 것 같다. 그래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이다.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
면 기쁨도 없다고 했다.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겼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인가.
이 곤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석해 있는 것이 아닌가. 마리아는 예수께 왔다. 그
의 심령은 일종의 흥분으로 가볍게 뛰놀았다. 이 많은 손님들 앞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든다면 어머니인 자기는 얼마나 영광을 받
을 것인가? 이런 심리는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
의 아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때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고 여러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그가 해야 할 사업의 시작을 영광으로 장식
할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

러나 예수님의 심정은 달랐다. 어머니가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
님의 아들의 역사는 인간적 영광과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사되어질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이다. 예수님의 심정은 잠시 착잡했으리라. 모친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청
을 그대로 이행할 수도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요 2:4).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신적 권위가 있어도 어
머니에게 하는 말로서는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어의 용법을 이
해하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머니를 부르는 예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
명한다. ‘여자여’라는 헬라어 ‘구나이’(guvnai)는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때도
“여자여 보소서”(요 19:26)라고 하셨다. ‘구나이’는 이타카의 왕 오디시우스가
그의 왕비 페넬로프를 부를 때 사용한 말이며 아구스도 황제가 애굽의 여왕 크레
오파트라를 부를 때 사용한 말이었다. 이런 설명은 ‘여자여’라고 부른 예수님의
부름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구구히 변
명하는 설명들이다. 예수님은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부를 때도 ‘구
나이’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의 바르게 여자를 부르는 당시의 말이었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
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과 종교의 관계를 생각하고 부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사셨다(눅 2:51). 그럴 때에 모친을 “어머니”라고 불렀을 것이 아
니겠는가. 그러나 공생애를 하실 때는 그 입장이 다르다. 지금은 어머니의 아들로
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시는 구세주로서 일하시
는 때이다. 그러므로 그 모친을 개인적인 어머니로 서가 아니라 여전히 인류의 한
사람으로 그를 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여자를 예
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만일 이때 예수께서 “어머니”라고
불렀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을 감동하여 그렇게 “여자여”
라고 기록하도록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아야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성모 마리아에 대한 카톨
릭 교회의 태도를 보라. 마리아를 또 하나의 신으로 받들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만일 성경 기록에 예수께서 친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사실을 기록했다면
그녀는 정말 여신으로 숭배를 받도록 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예수께서 이런 그릇된 길을 미리 보시고 오해하지 않도록 여자들
을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게 부르는 일반적 호칭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
은 마리아를 결코 신성시하지 않는다. 그녀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할 아담
안에서 죽은 한 인간일 뿐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2:4). 이것은 그 때 나타내실 표적이 어머니가
기대하는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표시한 말씀이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
은 구속을 표상하는 표적이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관계
되는 표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일들과 상관이 없는 것이
다. 당신이 행하실 권능과 표적은 구주로서의 하실 일이지 한 여인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자랑하고픈 마음과 인간적 영광을 취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요 2:4). 이것은 구주로서 구속의 완성인 십
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2장 4
절, 7장 6절, 8절,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 등이다. 이
모든 경우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2장부터 8장 까지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12장부터 17장까지는 이른 때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 때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이루실 때인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므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셔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지만
그 일이 구속역사의 표상이 될 것임을 은근하고도 확실하게 암시하신 것이다. 이
렇게 말씀하심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주의 사역을 멋지게 조화시키면서 공생애의 첫 표적을 행하셨다.

어머니는 예수가 순종하여 받드는 아들임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어떠
하든지 그의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침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다.
물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다. 첫째, 유대인의 결례를 표상한다. 거기 있었
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인 물 항아리였다. 이것은 외형만 씻고
닦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의 신발은 바닥에 발을 올려놓고 끈을 묶도록 만든 샌들
이었기 때문에 포장 안 된 도로에 다니면 온 발이 흙 먼지투성이 가 된다. 집에 오
면 이 발을 씻는다. 그 외에도 이 물은 씻는 일을 위하여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형
식적인 정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이 표적으로 보여주셨는
데 그것은 전혀 그 질이 다른 새로운 것이다. 또한 물은 사망을 상징했다. 고대 중
동지역의 글들에서 물이 사망을 상징하는 여러 문서가 발견되었다. 침례 역시 물
속에 잠그는 것으로 죽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즙을 만든 것은 사망
을 폐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한다. 피는 생명이다(레 17:11, 14). 예수
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즙 잔으로 축사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
리는 언약의 피(마 26:27, 28)라고 말씀하셨다. 곧 언약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요 6:54). 여기서 이 물은 형식과 나타난 율법주의를 상징하
는 것이 된 것이다. 이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것은 사망에 매인 사람을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적 세상적 전통을 하나님적, 천국적 상태로 바
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모친에 대한 순
종과 구주로서의 사업을 잘 조화시켜 이루신 것이다. 예수의 그 표적의 자리에는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 예수님은 모친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의
그 심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유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므로 첫째, 마리아의
신뢰심을 칭찬하고 의혹과 곤경에서 그를 헤어나게 했으며, 둘째, 제자들의 믿음
을 굳게 하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편견으로부터 무장시키며, 셋째, 인간의 행복
에 대한 동정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다. 또한 이 혼인잔치 집에서 이런 구속의 깊
은 의미를 표적으로 나타내시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신부(어린양의 신부,
계 19:7~9)를 구하러 오신 신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셨다. 어린양의 신부인 교

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 준비되고 마침내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하늘에서 성대하게 혼인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계 19:7,8).
예수께서 만드신 것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되어 오는 문
제이다. 포도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노스’(oi+no")인데 이 단어는 포도에서
나온 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발효하여 술이 된 것도 ‘오니노스’이며 발효하지
않은 즙 틀에서 방금 짜낸 신선한 포도즙도 ‘오이노스’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술
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를 보지도 말도록
권고하셨다. 그런 주님이 발효한 술을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
을 하셨을까? 성경적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답이 사실일지라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 이유는 연회장(宴會長)의
말 때문에 그렇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
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요 2:10). 이 말은 좋은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말처럼 보인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든 것을 좋은
포도주라고 했으니 그것은 취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드신 것
은 마시고 취하게 하는 포도주다’ 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연회장의 말이 반드
시 그런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취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정한 먹고 마
시는 규정에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도록 명했고 그렇기 위하여 포도주에는 반드
시 ⅔의 물을 섞어야 했다. 그러므로 잔치 집에 나오는 포도주는 ⅔는 물이요 ⅓
이 포도주이다. 이것으로는 좀처럼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회장의 ‘취한 후’
란 말은 맛을 분별하지도 못할 정도의 술 취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다. 취하고 안취하는 것과 상관있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 당시에 유행하
는 한 격언을 때에 맞추어 사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람마다 좋은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나쁜 것을 뒤에 준다.’ 이것은 인간 심리를 꼬집는 격언이었다. 그런
데 이 잔치 집은 격언과 정반대의 일을 하였다. 일반적인 인간심리를 역행한 것이
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취한다’라고 번역된 말 ‘메뚜오’(mequvw)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도록 만족하게 마신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고로 싫도록 마시게 한 다음
형식적으로 아직도 포도주가 넉넉히 있다는 과시를 하기 위하여 뒤에는 물을 더

많이 탄 포도주를 내 놓았던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세상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이
며 죄의 인격들이 피차 대접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
으셨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갈수록 더욱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유의 말
씀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데서 받
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
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
르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 모든 말씀들
은 모든 일에 풍성하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씀들이다. ⅔가 물인 포도
주를 마시던 입이 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포도즙을 마셨을 때 입안에 도
는 감미와 신선감은 신랑을 불러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이제 진정으로 인간적 전
통과 형식적 율법의 좋지 못한 포도주는 가고 예수로 말미암는 순전한 포도즙의
생명이 이른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2장의 모친의 요구와 7장의 형제의 요구를 비교해 보면 모
친과 형제도 예수님의 일을 전혀 이해 못했음을 역력히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위
한 것이다(히 12:2; 빌 2:6~10; 요 12:23~28), 죽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영원
한 생명 곧 죽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
으면 부활의 생명을, 죽음에 매인 인생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죽음이 된 인생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죄의 인격이 죽을 때에 예수를 가장 닮는 자
가 된다(마 10:38, 39; 16:24~26; 고전 15:31; 갈 2:20).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
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 즉 자아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물
로 포도즙을 만드셨을 때에 죽음 저편에 있는 포도즙처럼 달고 신선한 영원한 생
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 얻게 된다는 것
을 은근히 드러내신 것이다.
예수께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2장과 7장의 의미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요한복음 2장과 7장의 비교
2장, 예수와 모친
1. 2:3, 포도주가 없다. 예
수께서 영광 나타내기를
바라는 심정
2. 2:4, 내 때가 이르지 않
았다.
3. 2:7, 항아리에 물을 채
우라. 결국 어머니의 부탁
을 이행하심
4. 이유, 이 때 어머니의

7장, 예수와 형제
1. 7:6~4, 스스로 타나내
라
2. 7:6~8,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3. 7:10, 비 밀 히 올 라 가
참예하심, 결국 절기에 참
예하심(이행하였음).

심정은 현실적 메시야의
어머니로서의 자랑으로
가득찼으며 그것을 나타 4. 이유, 형제들이 예수의
언행에 미루어 만일 예수
나기를 바랐다.
가 메시야이면 속히 메시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
야로서의 일을 행하라고
드신 것은 예수의 생애의 독촉한 것이다. 그러나 예
구속적인 의미를 나타낸 수의 메시야 직분은 형제
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 이 일은 십자가의 때
아니었다. 그러므로 거절
에 이룰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육신으로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자기 는 율법 을 따라 올라가셨
를 나타내는 영광의 때이 다(갈 4:4~5).
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
교훈을 살리시고 육신의
모친에게 또한 순종하셨
다.

3. 첫 번째 성전 청결
복음서에는 성전 청결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 요한복음에는 공생애 초기에 하신
것으로 기록되었고 공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것으로 기록되
었다.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각각 다르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
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를 이해하면 초기와 끝에 각각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을
알게 된다.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거기서 30㎞쯤 떨어진 가버나움을 잠깐 다
녀서 공생애 첫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곳으로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곳인 듯하다.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
에 있었던 것 같다(요 1:44). 아무튼 이 동네는 훗날 갈릴리 전도 본부가 된 마을

이다. 유월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앞에서 잠깐 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
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업의 표상으로 주신 이 절기와 절기의 행사가 하나의
장사속과 이권행사의 장소로 타락하여 있었다. 이 때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
이 대략 225만 명은 되었고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희생제물 양이 256,500마리
이상이나 되었다고 케스티우스(Cestius)가 보고한 사실을 이미 말하였다.
이 외에 비둘기, 소, 염소 등 참으로 부지기수였고 또 성전 세를 바치는 일이 있었
다. 이 세금은 유대인 남자 19세 이상은 누구든지 내야하는 반 세겔로서 당시 노
무자의 이틀 품삯이었다. 그런데 이 성전 세는 성전 세겔로 내야 하였다. 세상에
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불가불 성전 세겔과 일반 돈을 바꾸기 위하
여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다. 성전 마당에는 짐승
떼와 그 울부짖는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이것은 속죄의 처소가 아
닌 착취와 도둑의 처소였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주관하는데 그들과 결탁한 상인
들은 굉장한 폭리를 남겼다. 제물로 드릴 짐승은 흠 없이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짐승 검사원을 두었고 그들의 검사에 합격한 것만 제물로 합당한 것
이었다. 그러므로 혹시 개인이 준비해 와도 검사원의 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물
의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불 성전에서 짐승을 살 수 밖에 없는데 이때는 굉
장히 비싼 값으로 사게 된다. 또한 돈은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
하여 동일 가치의 돈과 바꿀 수가 없었다. 소위 웃전을 얹어야 했다. 이리하여 제
사장들은 치부하였고 하나님의 집은 폭리 상들의 도둑질하는 집이 되었고 속죄의
표상은 고통과 착취의 도구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비참한 광경을 보셨다.
참을 수 없는 죄악이 경건의 본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다니!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휘둘렀다. 물론 그것으로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
다. 짐승을 내어 몰았다.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엎었다. 삽시간에 성전 뜰은 수라
장이 되었다. 성전 뜰에서 예수님은 우렁차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
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제사장들을 위시하여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짐승과 함께 쫓겨났다. 별로 본 일이 없는 이 낯선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
가? 한마디의 항의도 뱉을 수 없는 위엄 앞에 압도되어 도망하기에 바빴다.

제자들은 선생의 이 일에 깊은 감명을 받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요 2:17)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참 도망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깨
달았다. 왜 도망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전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가? 스스로 생
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성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위엄과 두려움은
어디로 갔는지, 오직 자비와 동정과 넘치는 긍휼이 그 젊은이의 눈과 얼굴에서 흘
러넘치고 있었다.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가난하고 연약하여 이 유월절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을 갈망하여 성도(聖都) 예루살렘에 불원천리하고 온 불쌍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관원들의 도둑질하는 심보에 고난과 착취를 당하며 시
달리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슬픔을 짓씹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젊은 선생은 모든 불합당한 요소들을 큰 능력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닌가! 참여한 평민들도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에 스며드
는 맑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들이 여태까지 갈망하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는 이상한 희망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은 사건의 추이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보라!
성전이 조용하여 지자 예수님은 그 기다리는 평민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오! 이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예수님은 한사람, 한사람 하늘의 넘치는 은총으로 축
복하셨다. 고통의 마음을 포근한 은혜로 위로하셨고, 가난한 심령에 하늘의 부요
를 채우시며, 병든 자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마당에 제사 드리기 위해
왔던 그 갈망하는 마음들은 오늘에야 소망을 이루고 있었다. 성전마당은 하늘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에 감격한 영혼들의 감
사가 눈물로 반응되고 있었다. 이 너무나 엄청난 변화를 제사장들은 또 한 번 공
포로 바라보며 마음이 위축되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갔다. 그리
고 힐난하듯 물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요 2:18).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에서 그가 메시야라는 것을 느끼고 확증
을 요구하는 뜻도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답을
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질문하는 자들
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에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요 2:20)라고 중얼거리며 무슨 말로 다시 공격하며 물
어야할는지를 찾지 못하고 물러갔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일반적으로 헤롯의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솔로몬의 그 화려장엄한 성전은 바벨론 포로 때 파괴되었고 회복시기에 지은 스
룹바벨의 성전은 안티오커스 때 더렵혀졌다.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BC 19년에 착공하였으나 그의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고 그
는 BC 4년에 죽었다. 그 후로도 공사는 계속되어 AD 28년 봄이니까 46년이 된
다. 앞에 말했듯이 그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었다. 그것을 헐고
삼일 만에 짓다니!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아마 그들은 미친 사람의 허튼 소리쯤
으로 생각하고 벙벙하여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 그가 유대인의 관원들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을 뜻하셨다. 또한 AD 70년에
이 장려한 성전이 실제적으로 파괴될 예언도 포함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시므로 공중 봉사를 위한 준비 완료와 봉사의 시
작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제 이 형식적인 성전의 기능은 끝날 때가 왔다.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실현이며 하나
님의 왕국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이 형식적인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행동에 포함되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
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장사하는 집, 곧
이기심의 전당이 되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나타내
는 말씀이기도하다. 예수님은 인간 내부의 모든 죄를 청소하시러 오신 것을 선포
하신 것이다. 이 더러워진 성전은 죄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었다. “죄로 말미암
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
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소망
161).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도록 권고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
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 1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
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
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6~18).
4. 니고데모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한편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유대인의 관원
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니고데모였다. 산헤드린 회원이며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였다. 그는 또 부자였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
수님 장례에 쓰기 위하여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이나 가지고 온 사실에서
그의 재산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바울은 그의 육체를
따라 한 자랑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빌 3:5)라는 말이 있다. 니고데모
는 이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었다. 백성의 존경을 지니고 사는 자였으며 또 그 당
시 역사를 보면 그는 명문출신임을 알 수가 있다. BC 63년 유다와 로마의 전쟁
때 유대의 지도자 아리스도뿔러스가 로마 황제 폼페이에게 보낸 사신의 이름이
니고데모였고 후년 예루살렘이 함락 될 때 로마 포위군에게 항복 사절로 파견된
고리온은 니고데모의 아들이었다. 물론 여기 니고데모가 성경의 니고데모와 동일
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가문 출신일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경건한 자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성
전 청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상고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
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
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
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라”(말 3:1~5). 바로 이 예언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니고데
모는 그 젊은 예수가 메시야라는 심증을 굳히고 찾아가 확인하기로 굳게 결심하
고 드디어 어느 날 밤에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를 만나 만고불변의 신앙의 대원칙이며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공개하셨다. 니고
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다운 예모와 언사로 예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
은 니고데모의 심령의 깊은 갈망을 보시고 그의 참된 요구에 대한 대답을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의 선생이 그 말의 의
미를 잘 몰랐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요
3:1~21).
1) 거듭남(중생)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이가 지긋했을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
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 3:4)라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
씀하신 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
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3:5~7). 설령 니고데
모에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그렇게 난다 해도 그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역시 육으로 난 것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뗀’(a[nwqen)으로서 몇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①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근본적으로, ② 다시, 두 번째, ③ 위에서부터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아노뗀’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 거듭남이나 중생이란 번역
으로 이 사상을 한꺼번에 완전히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요 성령으로 난 생명이다. 육으로 난 생명은 사망에 매인 것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죽고 없는 것이지 생명적 존재가 아닌 것
이다. 이런 진리를 예수께서는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넌지시 가르치셨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마 8:21, 22). 여기는 장사되어야 할 죽은 자와
그를 장사하는 죽은 자가 있다. 장사되어야할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진 자이지만,
그를 장사하는 죽은 자는 호흡하고 있는 자들인데 사람이 볼 때에는 살아 있는 사
람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 살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
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
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히 1:4). 이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알아야 한다. 거
기는 인간 최초의 범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원 복음이 선포되어 있다.
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할 수 있다는 사
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사실을 거절하고, 창조주이신 하
나님과 상관없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
님의 창조 자체를 거절한 것이며, 그래서 그 창조해주신 생명과 존재를 상실한 것
이다. 뱀, 곧 사단은(계 12:9) 여자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였다(창 3:1~6). 사람은 이 유혹을 받아
들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단의 주장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
임을 우주 앞에 선언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도 존재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외람된 주장을 일단 수락하셨다.
그리고 그 주장대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야 그 주장이 옳다. 즉 자
존해야 하고 생명 자체여야 한다. 그러므로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
으면서 자존하며, 생명 자체라고 주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그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고 어디로서도 온 것이 아닌 자존적 존재와 생명으로 자신을 나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반납하고
나니 인간은 죽었다. 즉 무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아직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비존재”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한다. 존재하는 것 같은 이유는
사람을 구속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그 사망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유예해 주셨
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는 큰 웅변이다. 이
리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전 15:22). 아담이 죽
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그들의
사망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망의 후손들이 있을 뿐이다. 하
나님은 이 사망의 존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
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하나님이시니라”(눅 20:38).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산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
은 하나님에 의하여 재창조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 없어졌을 때(엡 2:1) 그들이 재창조 즉 부활로 중생하게 할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 복음이라고
한다. 사실 이 말씀에 구속 사업의 전부가 들어 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 말씀
의 주해에 불과하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
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15). 이 말씀에 예수님의 초림, 고난, 재림이 완전히 예언되었다.
①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구주의 초림의 예언이다(갈 4:4).
②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구주의 고난의 예언이다.
③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구주의 영원한 승리와 재림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인류는 새로 창조함을 받아야 한다. “누
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되었도다”(고후 5:17).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구약 여
러 곳에 예언하였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도 여자의 후손 사상과 같은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
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안도록 창
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
다. 이것은 생명의 일원성(一元性)을 계시해 주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
원을 남자에게 두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창 2:7) 이것은 생육권을 함께 부여하신 것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시
36:9)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력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통하여 남자에게 부
여하시고 이후로 남자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셨다. 히
브리어로 여자를 가리키는 ‘잇샤’(hV;ai)는 남자 즉 ‘이쉬’(vyai)에게서 났다는 뜻
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고전
11:8).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다는 뜻은 아담에게서 신체와
생명을 끌어내어 여자를 만드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제로 갈비뼈를 취하는 일
로 그 의미를 행사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레위가 그 조상 아브라함
의 허리에 있었다고 기록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것이 생명의 전수를 뜻하는
것임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아담이 생명의 전수 책임자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다. 만일 여자가 혼자 범죄하고 아담이 완전한
상태로 있었다면 여자 혼자 죽는 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며 아직도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는 아담 안의 완전한 생명은 또 하나의 여자를 낳으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 자신이 범죄하였다. 그와 함께 생명의 근원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
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고전 15:2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롬 5:12).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는 죽고 없다. 죄는 비생명(非生命), 비존재(非存在)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의 결과를 통고하셨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
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그러나 아담에게 소망
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에게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결과를 통고하기 전에 여자

의 후손을 허락한 사실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인하여 여자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
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 이것은 여자를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
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을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범죄하
여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치르실
희생의 의미를 사람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는 일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
도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몇 만분의 일이라도 인간이 체
험적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에는 그런 고통
이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이 체험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
님의 고통이 어떨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산 생명을 낳는 여자
의 해산을 통하여 체험케 하신 것이다. 모든 해산하는 여자들이 이 이치를 이해한
다면 그들의 자녀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르기를 애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 자신도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자녀들도 영생의 길을 걷도록 적극적
으로 교육할 것이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전 2:15)는 말씀은 이 의미를 지적한 것이다.
아담은 이런 확실한 약속 위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망이 확실하게
발표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곧 여자의 새 이름을 지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니라”(창 3:20). 여자의 이름
하와는 범죄 후, 아담에게 죽음이 확실히 통고된 후에 아담의 믿음을 표시한 이름
으로 아담이 지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산 자” 곧 예수께서 나실 것이다. “곧
산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계 1:18).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
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전 11:12).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남자 즉 아담
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생명자체이신 자신의 생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

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없어진 사람이 예
수의 탄생으로 새로 창조되었고 죄로 죽어 없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
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 예수님을 믿
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중생하는 일이다. 재미있는 말은 여기 ‘사람’이라는 말
이다. 이것은 남녀를 다 가리키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남자만 가리키는 ‘아네르
(ajnhvr)’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남자, 곧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나
는 것이다. 이것은 곧 참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요일 3:9).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눅 8:11).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
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이 의미는 서론부에서 예수를 체험적으로 아는 방
법을 말할 때 이미 말하였다.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
시나니”(요 3:13, 31, 3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
8:23).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예수께 속하여 예수와 생명의 본질을 같이 하는 것
이며 그 때 비로소 진정한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둘째 사람이
라고 한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
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

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5~49).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둘
째 사람이며 이 둘째 사람 곧 신령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니고데모
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은 이와 같은 것이다. 사실 이 사상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 교훈되어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침례요한이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유대인을 향하여 외쳤을 때 그들은 놀랐다. 에세네파를 제하고 유대인
들은 결코 침례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였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꼭 침례를 받도록 했었다. 그런 정신은 구약성경의 거듭남의 교
훈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은 이유였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에서, 에스겔은 그의 책 36장 26, 27절 등에서 중생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의 상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의 상태인 것이
다.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개체를 떠난 물질계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은 온전한 인격체를 창조
하셨다. 이렇게 창조된 인격체는 신령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 구성 3분
설, 즉 영, 혼, 몸의 3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영과 몸의 2분설을 주장하기
도 하여 그 3분 혹은 2분된 각 부분이 그 특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설명한
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인격을 만드셨다. 혹시 그것이 3분, 2분 되었을지라도 그
것이 온전히 합하여 하나의 산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능력을 나타내며 생활하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격을 영이라고 성경은 부른다. 그와 반대로
죄의 인격을 육, 육체, 혹은 혈육이라고 불렀다. 성경에서 영과 육이라는 말이 사
용된 경우를 보면 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루악흐’(j"Wr)와 헬라어 ‘프뉴마
(pneu'ma)인데 그 본래 의미는, 바람, 호흡, 생명, 등으로 단순하게 사용된 경우
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죄 없는 인격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서에 잘 설명하였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프뉴마)에 있다고 계시하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몸을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
는 말이 아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
는(고후 10:3) 거듭난 사람을 영이라고 한 것이다. 프뉴마라는 말이 어떤 개체적
인 인격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다. 흔히 그렇듯이 보이는 경
우도 사실은 살아 있는 인격의 심리 작용을 3자적 모양으로 객관화시켜 기록했을
뿐임을 깨달을 수 있다.
육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경우와 죄
의 인격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그런데 육 즉 ‘바사르’(rc;B;)와 ‘살크스’(savrx)는
살덩이를 뜻하는 경우보다 죄의 인격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킬 때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 없는 인격을, 육이라고 말하
는 것은 죄의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
라”에서 생령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쉬 하야’(hy:j; vp,n< 창 2:7), 헬라어로는 ‘푸
쉬케 죠산’(





고전 15:45)인데 ‘살아 있는 인격체’라는 말이다.

흔히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네페쉬’나 ‘푸쉬케’는 인격체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인격체가 죄의 인격일 때는 육이라고 불리고 죄 없는 하나님께 속
한 인격일 때는 영이라고 불린다. 태초에 지음 받은 아담은 범죄 이전에는 영이었
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의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는 뜻이다. 영적 인격이
범죄하여 죄의 인격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격의 유전은 계속적으
로 육일뿐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모태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육이다. 이런 사람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은”것이다. 이들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이다(고전 15:48; 요 3:3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난 자는 영
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만일 너희 속에 하
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
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3:6; 고전 15:48; 롬 8:9). 그
러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고 말씀하

신 그 영의 주장을 받는 영의 본질을 소유한 인격자라는 뜻이지 육신을 떠난 어떤
영적 실체가 따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존재 본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영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의 생활 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들은 신성에
참여한 자이며(벧후 1:4),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요 10:35)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여기 신(神)은 헬라어로 “떼오스”(qeov") 즉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이다. 예수
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신성
에 참여한 신들이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요 10:35).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
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사슴이 육식을 할 수 없듯이 돼지가 소 노릇
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활 외에 다른 삶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자들이라는 말이다.
2) 거듭남의 근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제시하셨다. 그것은 “하
늘에서 내려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는 말씀
이다.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인데 그것은 위에서 오신 예수 자신으로 말미
암는다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실상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늘에 올라 간 자가 없느니라”는 말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
람이 없다고 주장하여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상한 주장
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 “올라 간 자”라는 말은 헬라어 “아나베베켄
(

)”인데 ‘올라간다’는 동사 “아나바이노(ajnabaivnw)”의 현재

완료형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존
재한 자 중에는 예수님만이 근본적으로 하늘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중생을 위하여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 죄의 인격을 온전히 처리해버리는 단 한 번의 행위이다(롬 6:10; 히7:27;
9:26).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존재를 실제적으로 없애버리는 행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죽음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
하여 재창조된 생명의 실상을 우주에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참 아들로 나신 것이

다(시 2:7; 행 13:33 참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요 3:16). 예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업, 곧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죄인이 믿음으
로 중생할 유일한 근거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계시를 전한다. “찬송하리로다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
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
시며”(벧전 1:3),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의 근거임을 분명히 기록한 것이
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니고데모는 이날 이 교훈으로 그의 생애가 변하였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변
호하는 생활을 하였고(요 7:50) 예수님의 생애를 주시하였으며 더욱 깊이 성경을
연구하였다.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선언
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확신하였다. 아리마데 요
셉도 이때 나타났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아
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
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
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
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 19: 38~42). 아리
마데 요셉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 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기를 구하매”(요 19:38)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예수
님에게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주목하여 지켜보았는데, 그 예언이 다 그렇게 성
취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라는 뜻이다. 특히 “이 일이 이
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요 19:36, 37; 출 12:46;
민 9:12)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친 위험한 자리에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의 시체 가져가
기를 요구하였고 장사를 위하여 많은 향품을 준비하여 장례를 주장하였다. 예수
께서 살아계셔서 이적을 행하여 직접적 유익을 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과 심지어 그 택한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
임을 공언하고 예수님의 최후를 처리한 것은 순교자적 신앙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예언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을 세웠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인간
적 이익 위에 신앙을 세운다. 이들은 그 이익이 사라질 때 예수도 버린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위기가 닥쳐도 현실적인 손실이 와도 꾸준히 확고히 믿음
에 서 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웠는가? 마지막 때 거짓 기적과 감각적인 사
건들이 만발하여 현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니고데모는 그의 재물을 초대 교회에 헌금하였고 교회는 그런 정성된 헌금에 의
하여 복음사업을 능력 있게 신속히 증거하는 자금으로 삼았다. 그는 참으로 신앙
으로 백성의 정복자가 되었다. 이 일에는 아리마데 요셉도 성실히 제 몫을 감당했
을 것이다.
5.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여행하기 위하여 유다지방을 떠나셨다. 그는 사마리아를 지
나시기로 작정하셨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고 기록한다. 이것은 목적이 있어 사마리아로 통과하실 계획을 한 것을 충분히 암
시한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그 가운데 끼여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일을 가증하게 생각하
였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으로 둘러 여행하였다. 그것은 두 배나 더 멀었다. 3일
길이 6일 길이 넘었던 것이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였다. 사마리아는 북
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세멜에게 사서 성읍을 건축하
고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하였는데(왕상 16:24~29) 그 수도가 위치한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했다.
이 북 왕조는 BC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게 망하여 그 국민들을 다른 나라로 정
책 이민을 시키고 이방인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왕하 17:6, 24~33).

그리하여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이주해 온 이방인과 잡혼 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로서 이미 하나
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유다가 바
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할 때 함께 짓기를 원했으나 거절당
하였다(스 4:1~2) 그리하여 사마리아인은 스스로 한 성전을 그리심 산에 짓기로
하였다. 이 주동자는 배교자 므낫세로 그는 산발랏의 딸에게 장가들어(느 13:28)
사마리아인을 충동하여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대항하였
다. 그러므로 BC 109년에 마카비 조의 유대왕 힐카너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전을 파괴하였다. 이 싸움은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작하였으
니 400년 이상이 된 싸움이었고 AD 9년 유월절에는 사마리아인이 떼로 몰려와
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렵혔다. 이런 일들로 하여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들을 이단
으로 규정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 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를 행하였
다. 그리고 그들도 메시야를 기다렸다. ‘타에브’라고 하여 ‘돌아오시는 이’라는 뜻
으로 메시야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께서 지나시기로 작정
하신 것이다. 그는 행로에 곤하여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앉으셨다. 수가가 어딘
지에 대하여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옛 세겜인데 ‘수가’라고 부르
는 말은 ‘술 취한’이라는 뜻이며, 세겜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세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현제
‘이스카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본 교회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 같다. 예수께
서 유대 어디에서 사마리아로 가셨는지 분명하지 않다. 요한복음 3장의 다음 말
씀과 연결해보면 침례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
자들도 유대 지방에서 침례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
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
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
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
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요 3:22~26). ‘이후에’는 니고데모와 담화를 하신 일 후를
가리키는 것 같다. 지금은 살렘이나 애논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3:22에
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었는데 물론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었다(요 4:2).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장소와 요한이 침례
를 베푼 곳인 애논이 가까운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가 6시로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
오인데, 행로에 곤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주 부지런히 걸어서 거기
까지 바로 그 시간에 이르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출발지역이 유대라고만
말하고 있다. 유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신약성서 고고학의 저자 잭 피
니건(Jack Finegan)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여행하기 직
전에(요 4:3, 4) 예수께서는 침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하셨고, 침례자 요한과 어떤
관련을 맺으셨다(요 3:25 이하). 그러므로 이 당시 예수께서는 요단 계곡으로부
터 올라오셨을 가능성이 높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세바스테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 북방 35마일에서 요단 계곡으로부터 시작하여 코레아corea를 지나 와디
파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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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올라오는 다른 길과 합친다. 그리고 그 두 길은 그리

심 산과 에발 산 사이의 통로를 지나는 동안과 사마리아/세바스테로 향해 5마일
을 더 가는 동안 한 길로 나아간다”(신약성서 고고학 I 잭 피니건 지음, 남대극 옮
김, 민음사, 서울 1998, 133쪽). 피네건의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침례를 베풀
기 좋은 유대지방에 위치한 요단 계곡 어디에서 출발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유대지방 어딘
가에서 출발하신 것이다. 아마도 아침 일찍 출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
님은 행로에 피곤하셨던 것이다.
때는 정오였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 우물은 지금도 있
는데 1697년 Maundrell에 의하여 조사되었는데 깊이 32m 물의 깊이 5m였다.
그 후 1841년에 Dr. Wilson의 조사에서 깊이가 23m로 줄었으나 지금도 차고 단
물이 솟는데 그 위에 희랍 정교의 기념 예배당이 서 있다. 예수님의 행로에 곤하
신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성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예수님은 피곤할 정도로 빨
리 걸으신 모습도 볼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

나시려고 서둘러 오셨음이 틀림없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에 이틀이나 머무신 기록이 있다. 만일 갈릴리로 갈 길이 바빠서 지름길인 사마리
아 길을 택했다면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던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원하였다. 배 속에
서 솟는 샘, 얼마나 편리한 샘인가? 여인은 꿈같은 생각에 잠시 황홀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여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생활이 갑자기 눈앞에 크게 떠올랐다. 그의 인격적 모습이 얼마나 밉도록 지저분
한가?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남편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가
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요 4:17, 18). 이 여자가 예수를 떠나
서 동네 사람을 만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4:28, 29)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사생활의 세밀한 부분
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
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뱃속에서 솟는 샘, 영생의 샘은 죄로 막혀 있는 마음에 솟아날 수가 없다. 예수께
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여인의 그 죄의 생활을 청산할 것
을 요구한 것이다. 그래야 솟는 샘 근원이 배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솟는 샘은 고
여 있는 물 샘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맑은 물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
니다. 힘찬 능력으로 솟는 샘물을 주셨다. 이것은 더러운 것들이 밀어 닥쳐도 스
스로 솟는 능력에 의하여 다 떠내려 보내고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한다. 이것은 예
수님이 계시는 생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속에서 솟아나는 오물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오물은 다 떠내려 보낸다. 환경과 주위의 유혹이 감히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샘을 가지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가 폭로되자 얼른 화제를 돌려 예배 문제로 넘어갔다. 예배는 그
장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이 문제이다. 이 정신은 예배 때의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소속과 인격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

는 말은 이상한 뉘앙스(nuance)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묘한 해석을 시도한다. 그것도 누가복음 24장 39절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리라
는 말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
면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니(눅 24:39)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하였다.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신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에게 이
해시키기 위하여 쓰인 선택된 언어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 뜻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
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빛이시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는 의
와 선과 거룩함 등 신성의 특성들 외에 세상적인, 육적인, 즉 죄와 허물의 요소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존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죄와 도무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한 인격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의 인격이 영적 인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이 된 자는 진리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신령과 진정이란 헬라어 ‘프뉴마(pneu'ma)’와 ‘알레떼이아(ajlhvqeia)’는 단순하
게 영과 진리라는 말이다. 번역자들이 예배 행사의 경건성을 높이려고 의도적으
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한 듯싶은데 오히려 본의를 가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이것이 영의 사람이 사는 삶의 울타리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배의 장소
가 문제가 아니다. 그가 처하여 생활하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장소가 되며 그는 참
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인 것이다. 여인은 드디어 결론에 이르렀다. 메시야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말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친 것이다. 여인이 마음으로부터 이분이
바로 메시야이실 것이라고 느끼면서 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히 입으로 자기가 메시야라는 것을 말씀하
셨다. 여인의 심령에는 솟는 샘의 근원이 터졌다. 이 흥분, 이 감격을 그는 억제할

수 없었다. 신령한 만족 앞에 육신의 요구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여인은
그 필요했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갔으며 그렇게 숨겨두기를 원한 자
신의 죄 된 생활을 공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그에게는 그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었다. 예수 안에서 솟는 샘의 능력에 의하여 깨끗하여진 것이다.
참으로 예수 안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과거의 허물은 현재 예수 안에서 변해버
린 상태로 인하여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
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신다. 사람의 심정 깊이서 요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비록 죄 많은 여인이라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 했지만 이 외로운 여인의 깊은 진
실을 예수님은 멀리서 미리 보셨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꼭
만나려고 사마리아 길을 피곤하도록 걸어오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장면을 만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경우가 그렇다. 그 과부의
딱한 사정을 미리 아시고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 가셔서 그를 참되게 위로 하셨다
(눅 7:11~16).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경우도 같은 경우이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짐짓 접근하지 않았으면 그 많이 옹위한 군중 속을 12년이나 앓고
힘 빠진 여인이 어떻게 접근했을 것인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필요를 미리 아시
고 접근하여 주신 것이다(막 5:24~34). 삭개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멀리서 삭개오의 간절한 심정을 읽
으신 주님께서 일부러 여리고 여행을 하시고 그 뽕나무 밑을 지나시며 뿐만 아니
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눅 19:1~10).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
을 만난 그들은 모두 모두 변하였다. 정녕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인간의 사정을 그렇게 친절히 세밀히 알아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진실 된 심정
으로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리고 찾아 오셔서 놀라
운 기쁨을 주신다. 알아주시는 예수,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 얼마나 감사한 일인
가!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도 틀림없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야라
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사건인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개인전도의 원리를 보여주셨다.
(1) 접촉하라(요 4:1~7). 예수님은 접촉하셨다. 여러 사람과도, 개인과도 만
나셨다. 접촉해야 증거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2) 공동 관심사를 조성하라(요 4:7~8).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심으로 공동 관심사를 조성하셨다.
(3) 관심을 고조시켜라(요 4:9~15). 예수님은 솟는 샘물을 말씀하시어 그 여
인의 관심을 고조(高調)시켰다.
(4) 너무 확대하지 말라(요 4:13~15). 여인이 선지자와 예배 논쟁으로 이끌
어 가려 했으나 예수님은 전할 진리의 핵심에서 멀리 가지 않으셨다.
(5) 정죄하지 말라(요 4:16~18). 예수님은 여인의 허물을 알았고 그 여인은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았으나 정죄하지 않으셨다. 정죄는 마음을 열지도 얻지
도 못한다.
(6) 주되 논점에 적중하라(요 4:18~24). 예수님은 여인을 메시야를 만날 자
리로 계속 이끄셨다.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고후 4:5) 논점에서 떠나지
말아야한다.
(7)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시키라(요 4:25~26).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으로
메시야를 만나게 하셨다. 우리도 전도의 결과로 메시야를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6. 유다지방의 봉사를 마침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
에 다시 올라가셨다. 이 명절에 대하여 설이 구구하다. 그러나 본 교회뿐만 아니
라 많은 학자들이 유월절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그것이 예수님
의 봉사 기간과 잘 맞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일 년 후의 두
번째 맞는 유월절 때이다. 그는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를 거닐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다. 이 못은 1888년 쉭(Herr Shick)에 의하여 발굴되었는데
17m길이의 장방형이다. 아마 간헐천(間 泉)이었던 것 같다. 천사가 지나갈 때
물이 동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간헐천의 특징대로 뜨거운 물
이 솟아오를 때는 끓었고 또 다음 솟을 때까지는 조용했던 것 같다. 물이 한번 끓

어오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
의 소망이었을 뿐일 것이다. 실지로 그러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런 소문 때문에 그 못가에
는 온갖 환자들이 우글거렸다. 그 중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전신불
수 환자가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외롭게 누워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매일 그곳
에 와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거기 데려다놓고 그냥 버려두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그는 병이 낫겠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니 참으로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그의 애절한 소망과 그 절망
의 참상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은 그 환자를 위하여 그날 일부러 그곳을 찾으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요 5:1~13).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을
걸었다. 얼마나 듣기를 갈망했던 말인가?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이 자비롭
게 보이는 젊은이가 자기를 못 속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요 5:7). 그 부자유한 몸으로도 물이 동할 때 못에 내려가려는 간절한
노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절망으로 끝났다. 예수님은 그의 간
절한 심정을 측은히 바라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고 명
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빨려들듯이 벌떡
일어났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던 애씀으로, 낫고자 하던 그 간절
한 소망의 힘으로 그는 벌떡 일어났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의 약한 곳들
을 단번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명하신대로 자리를 들
고 걸어갔다. 아마 그 자리는 그 환자의 의지(依支)였고 재산이었는지 모른다. 이
자리란 ‘크라바토스’(kravbbato")로 짚으로 만든 빈민들의 침상이었다. 그의 일상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 예수님은 필요불가결한 생활의 재료들을 버리라
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을지라도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
셨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바늘 운반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그렇거든 하물며 자
리를 들고 가는 것이랴. 드디어 그는 유대인의 눈에 뜨이었다. 힐책이 임했다. 그

러나 그 치료된 환자는 유대인의 그 잡다한 규례보다 자기를 낫게 한 예수님의 명
령이 더 존귀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요 5:11). 이 일로 인하여 예
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는
논쟁의 내용들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셨다. 그리고 안식일
은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는 날이요 복 받는 날이
다.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서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 소환 되셨고 산헤드린 회원들과 논쟁을 하게 되셨다. 거
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본성을 증거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사실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에 예수님의 신성의 근거를 주장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하다(19, 20).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그러므로 심판자이다
(21, 22).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23). 그
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소유하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
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 25). 이것은 죄의 인격으로 하나
님의 생명에서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살아난다는 것
을 주장하신 것이다. 즉 영의 사람으로 중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
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곧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이다.
요 5:30~47은 예수님이 참, 곧 진리라고 증거하는 사실들을 열거하셨다. 선구자
침례요한이 증거하였다(30~35).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자신이 신성이며 메시야
임을 증거한다(36). 또한 성부께서 친히 증거하시며(37), 성경이 증거한다(38,

39).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제일로 여기는 모세의 증거이다(41~47).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야 되시는 증거를 성경말씀을 들어 증거하셨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
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야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결국
유대인은 모세도 믿지 않았다. 모세가 준 율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들의 견해로 해석하여 근본정신은 없어지고 그들의 인간적 요구들만 남아 사람을
얽어매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 증거는 유대인의 대대적인 반대와 증오를 일으켰다. ‘이 사람을 보라.
1년 전에는 성전 뜰을 마음대로 청소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다. 참람되다’. 이것이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의 태도였다. 이제 불가불 예수님은
그 전도의 중심지를 옮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때맞추어 침례 요한이 투옥된 사
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그 전도 지역을 옮기셨다. 그가 그의 제
자들에게 명하신 순서대로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
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신 것처럼 그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리고 이제는 갈릴리에 전적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이다.
빛을 거절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아직도 빛이 있을 동
안 빛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요 12:35).

제 9 장 갈릴리 봉사
1. 봉사의 시기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침례까지를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껑충 뛰어 갈릴리
봉사를 기록한다. 공관복음서는 다 같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이유를 침
례 요한이 잡힌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 침례 받으시고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제
자로 얻으신 다음 다른 삼 사 명의 제자를 더 얻으신 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
치 집에 참예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 후 그의 공생애 시작 후 첫 유월절이 되
었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여
기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후 침례 주는 문제로 유대인들의 시시비비가 있자
(요 4:1)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을

보았다. 이것이 공생애 시작 후 두 번째 갈릴리 여행이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
전도 봉사의 중심지가 유다 지방이기 때문에 뚜렷이 갈릴리 봉사의 기록들이 없
다. 다만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일이 요한
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갈릴리 사람들
이 유월절에 참여하여 그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므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애굽 피난에서 돌아와 침례 받으실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생활하
셨다(요 4:43~45; 마 2:19~23).
다시 요한복음 5장 1절의 명절 곧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안식
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 어간에 침례 요한이 잡혔고 예루살렘과 그 인
근에는 그 소문으로 뒤숭숭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 물의
를 일으켰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산헤드린으로 불러서 요한복음 5장 16절 이
하의 논쟁을 하였다. 당국자들은 좋지 않았다. 신경을 날카롭게 하여 감시하셨다.
예수님은 유다 지방 봉사를 종결지을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유
다 지방을 떠나 갈릴리에 집중적으로 봉사하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
다 지방 봉사의 1년 정도의 기간 중에 갈릴리 여행을 두어 번 하신 것이다. 그러
나 이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봉사를 하실 것이다. 이 봉사의 시기는 대략
AD 29년 공중 봉사의 두 번째 유월절부터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까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월절 후로는 잠시 공중 봉사에서 은퇴하셨고 갈릴리 밖의 지방에
서 봉사하셨다.
이 1년간의 갈릴리 봉사를 나누어 보면
첫째, AD 29년 유월절에서 그 해 여름까지를 초기 갈릴리 봉사기간으로,
둘째, AD 29년 여름과 가을을 중기 갈릴리 봉사기간으로,
셋째, AD 29년 가을부터 AD 30년 유월절까지를 마지막 봉사 기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초기는 유다지방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2제자를 선택하여 산상설교를
하신 것으로 끝을 맺었다.

중기는 산상설교 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을 시작으로 하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로 끝맺었다.
말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후 AD 30년 세 번째 유월절까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니만치 잘 아는 지방이었다. 또한 갈릴
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이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Josephus)는 예수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작은 도시와 마을이 204곳이나 되었고,
모두 15,000이상의 인구를 가졌다고 하였다. 그러면 갈릴리의 인구가 3백만을
넘었다는 말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진취성이 있었고, 그런
만치 변덕도 심했다. 역시 요세푸스는 “그들은 혁신을 좋아하고 변하기 쉬운 기
질을 가졌으며, 매력적인 것을 즐겼다”고 말한다. 베드로나 요한 등 다른 제자들
의 기질을 보아 알 수 있는 성질이다.
2. 고향에서 배척당함(눅 4:16~20)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의 출발점을 나사렛 고향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는 고
향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셔서 회당에 나타나셨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들었다(요 4:43~45). 그래서 일단 환영하였고, 그 안식
일에는 성경 봉독을 부탁하였다. 그 시간은 회당 예배 순서에서 본대로 ‘하프따
라’와 ‘데레샤’의 시간이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사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 61
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고 앉으셨다. 그 내용은 이렇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 19).
회당 예배에서 앉는 것은 설교의 자세다. 지금은 서서 설교를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는 서서 봉독하고, 앉아서 설교하였다. 앉으시자 회당에 참석한 모
든 사람들이 주목하였다. 그들은 어떤 기대로 눈이 빛나고, 회당 안은 가벼운 긴
장과 흥분도 감돌았다. 예루살렘에서 본 그 통쾌한 기적이 여기서도 나타날 것인
가? 예수님은 이런 기대에 찬 그들에게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들 앞에 이루어졌
다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61장 1, 2절은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야가 사람

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계시한 말씀이다. 그것은 메시야가 이룰
사업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은혜로 압도하였다(눅 4:22). 그러나 사단
이 그들 심령에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서서히 저항이 일어났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하셨을 때
회중은 그들의 귀를 의심하였다. ‘이 글이 우리에게 응하였다면 우리가 포로요,
눈 먼 자요, 눌린 자들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는 아브라함
의 자손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 목수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술렁
거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이 증폭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동네에서 함
께 자란 랍비 학교에도 다니지 아니한 무식한 사람이며(요 7:15), 목수 요셉의(마
13:55) 아들인 목수 예수(막 6:3)가 아닌가? 그 형제와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는
가? 그런데 자기가 메시야라니!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대한 예언
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우리는 그런 엉터리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
루살렘과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표적을 본기를 원하는 것뿐이다(눅 4:23; 요
4:46~54). 이것이 나사렛 주민들의 반응이며 요구였다. 이것은 사단의 충동이었
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리를 아시고, 옛날 사건을 들어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책
망하셨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오히려 그들을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셨다. 엘리야 때 긍휼을 입은 과부는 이방 사렙다
과부였고 엘리사 때 고침을 받은 문둥 환자는 이방인 수리아의 나아만이었다. 선
민의식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물리친 것이다. 그런즉 이 세대
에 이스라엘도 그런 일을 반복하느냐는 사랑의 권고였다. 그들이 틀림없이 포로
들이며, 눈 먼 자들이다. 옛날에도 그랬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방인인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가 받아들였으나 이스라엘은 받을 줄 모르지 않았느
냐 이것이 그들을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청중들은 분노하였다.
분노가 가득하였다. 안식일도 잊어버렸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참람된 목수가 보일 뿐이었다. 온 회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밀쳐 내
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 기록으로 보아 이때에 제
자들은 함께 있지 않았던 듯하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광야의 시험 다음으로 맞
으신 예수님의 위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지나 위기

를 피하여 가셨다. 천사들이 수종 든 것이 틀림없었다. 아직 희생을 당하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피하여 지나가신 것이다. 이리하여 예
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본부를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곳이다. 물론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찾아온 왕
의 신하에게 말씀만 하셔서 고치신 사실이었으나, 이것이 나사렛까지 소문이 퍼
졌던 것이다. 가나와 나사렛은 그리 멀지 않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나
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이렇게 가까운 동
네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환
영하였다. 그는 그곳 회당에서 권세 있게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눅
4:31~36). 거기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다. 그곳이 봉사의 중심지였던
만큼 권능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훗날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화를 선언하였다(눅 10:13~15).
가버나움이란 “위로의 집”이란 뜻이다. 인류를 위로하러 오신 위로자가 위로의
집에서 위로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예수님의 위로를 맘껏 누린 사
람도 또한 위로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
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 4:15, 16).
3. 제자들을 택하심
우리는 신약성경을 들고 마태복음부터 읽노라면 제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
면을 만난다. 그리고 한번쯤은 놀라고, 그 다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믿음을 경이에 찬 마음으로 선망한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생면부지의 젊은이가 해변을 거닐면서 나를 좇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하는데, 서슴지 않고 생활의 모든 수단을 버려
두고 따라가다니! 그러나 복음서의 사건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공관복음에 기록된 기사는 갈릴리로 오신 이후 갈릴리
전도에서 그것도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들

을 부르신 장면이다. 이 네 제자는 이미 유다지방 봉사 때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
가 되었고, 가나 혼인 잔치에도 함께 참석한 제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사이에 언젠가는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 제자 생활을 해
야 할 때가 찾아올 것을 기약했을 것이다. 갈릴리 해변에서의 부르심은 그 기약의
때가 이른 것을 예수께서 통고하신 것이고, 그들은 신실하게, 생업을 버려두고 예
수를 좇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삼중적(三重的)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
다.
1) 첫 번째 부르심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돌아오셨을 때,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
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읽었다. 그때 그 둘은 각각 자기 형제 베드
로와 야고보를 예수께 인도한 것도 읽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좇으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
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늦게 나타낸 제자였다(요 1:43). 그러
나 그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 예수님을 소개하였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빌립은 “와
보라”고만 말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이었다.
과연 나다나엘은 왔다. 그리고 봤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셨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고 선언하셨
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기를 아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나
다나엘의 가장 깊은 곳을 감동하는 말씀이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1:48).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 1:49)라고
고백하였다.
나다나엘은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서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장소는 다
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밀회의 장소였다. 거기서 그는 경건을
연습하였고, 메시야를 갈구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소의 자기를 보았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다나엘의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나다나엘은 재빨리 그 사실을 깨닫
고 신앙을 고백하였다.
참으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
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면에 숨은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라(ha;r)’는 ‘본다’는 뜻이고, ‘엘
(laE)’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며, ‘이스(c]y)’를 ‘이쉬(vyai)’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
하면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분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음이 유사한 사실을 빌미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을 언어 유희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풀이해보면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다는 말이
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상황과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 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이런 분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멀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이나 피난살이를 하다가 고
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고통의 밤 얍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 끝에
얻은 이름이다. 그 이름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보증의 이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허락의 이름이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다(창 32:24~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창 32:30)고 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
명이 보존되었다’(창 32:30)고 외쳤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
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
다.”(시대의 소망107).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자였다. “마음이 청결한 자
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
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장막
을 치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창 33:20)이라고 하였
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더 풀이하면 ‘하나님, 하나
님을 보는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 과연 하나님은 그를 보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자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
할듯하지 않은가?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히 11:27), 오늘
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이렇게 6제자가 따르게 되었는데, 여기 부르심의 중심 언어는 ‘와 보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너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데테 )이다.

엘케스떼

카이

이 말에는 목격한다, 경험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자

들을 처음 부르심은 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목격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과연 안드레와 요한은 그의 형제들에게 예수의 증인
이 되었다. 그들은 가서 메시야를 발견하였다고 증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처음
부르심은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
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인간 예수를 만나 바라보고 대화하는 중에 그 인간의 몸을
통하여 빛나는 신성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 1
절로 5절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바라보았을 때 구경
하고픈 충동이 생겼고, 마침내 그것을 구경하였을 때 가시넝쿨을 통해 나타난 하
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이나 같다. 그 가시넝쿨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비
유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 역대로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모두 안드레처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2) 두 번째 부르심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두 번째 부르심이다. 중소(重召)
라는 말이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시간을 얻는 대로
예수께 와서 교훈을 듣기도 하고 혹은 동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것이다. 더 가까이서 그 선생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
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간단하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저 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마 4:18~22;
막 1:16~20).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다(눅 5:1~11).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침례 요한의 투옥 소
문을 들었다. 그들은 긴장하였다. 한 때 그들의 스승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침
례 요한은 현재 그들의 선생 예수를 메시야라고 소개한 선구자가 아닌가? 그러므
로 투옥된 요한을 구출해야 할 책임이 예수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구출한다면, 그것은 진짜 메시야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의 거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갈릴리에 나
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거절당하고 가버나움에 나타났다. 가버나움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
다. 진짜 메시야일까? 왜 침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다시피 갈릴리
에 왔을까? 그가 행하는 기적은 메시야 같은데, 침례 요한에 대한 태도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의심 속에 베드로는 밤 고기잡이를 위하여 요한과 야고
보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이튿날 아침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바닷가
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강론하셨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고, 그
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동안 베
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을 보셨다. 야고
보와 요한은 먼저 그물을 거두어 깁고 있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만 기록하였고, 누가는 그들을 부를 때에 있었던 사정을 자세히 기록
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같은 사건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거두고 바닷가로 배를
저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
에 오르셔서 앉으사, 해변의 무리에게 계속 가르치셨다. 그동안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밤새도록 계속한 의심을 되씹고 있었다. 이런 의심의 구름에 뒤덮인 그
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
셨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 길지 않은 시간은

베드로에게는 더욱 시험의 시간이 되었다. 드디어 그물은 다 씻었고, 동시에 예수
님의 말씀도 끝났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베드로는 심정이 상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자신이 훨씬 더 잘 안다. 예수는 목수이지 어부는 아니다. 또
선생의 입장에서 시킬지라도 그물을 다 씻기 전에 시킬 일이지, 지금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스쳐갔다. 베드로의 말을 읽으면, 이
런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
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 그
는 일어나는 역정을 억누르고 제자 된 예의를 다하여 선생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런데, 보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와 요
한을 불러 도움을 청하여 잡은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미 고기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확증과 밤새 그에 대한 의심의
황송함과 마음으로부터 실례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죄 된 모습이 한꺼번에 그
를 압도하여 왔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자복하였다. “나는 죄인이로소
이다”(눅 5:8).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다. 그
리고 나를 좇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
다. 이제는 동거, 동행하면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거듭 부르
실 때 마가복음에 사용된 말들은 깊은 의미를 가르쳐 준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고 한 말은 ‘듀테오피소(





)’로서, 뒤

에서 단순히 따라온다는 뜻이고, 18절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의 ‘좇는
다’는 ‘아콜로떼오 ajkolouqevw)’로 제자로 따라다니며 모방한다는 뜻이며, 20절
의 따라가리라는 ‘아펠똔 오피소’(





)로 추종한다는 뜻이

다. 이러한 상태를 제자라고 말한다. 제자라는 헬라어 ‘마떼테스’(maqhthv")는 위
에 말한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로서 견습생이란 뜻이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
르심 곧 거듭 부르신 일에는 함께 거하며, 스승을 온전히 배우는 일을 위하여 그
의 직업과 가족을 떠나, 선생을 따르며 배우는 것이 직업이요, 선생과 다른 제자
들이 한 가족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 부르신 것은 이제 증인과 목
격자의 경지에서 생활하여 견습자의 경지로 옮겨온 부르심인 것이다.

3) 세 번째 부르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을 읽으면 12사도
의 임명 이야기가 나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지만 거기는 임
명에 대한 말은 없다.
예수께서는 이미 첫 번째 부르셨고, 거듭 부르셨는데, 또 한 번 그들을 특별히 임
명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열둘을 택하셨다고
적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수가 많았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제자가
있으며, 사도행전 1장에도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선택할 때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한 사람 중에서 택하라(행 1:21, 22)고 말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일
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날이 밝으매, 열둘을 택하시고 그들
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눅 6:13). 그런데 열둘을 부르셨다는 말은 마가복
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다. 마가는 ‘푸로스칼레이타이(



)’를 썼

는데(막 3:13), 이것은 초대한다는 뜻이다.
누가는 ‘푸로스포네오(prosfwnevw)’를 썼는데, 이것은 호출한다는 뜻이다. 예수님
은 그 제자를 삼는 일에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마가의 기록은 “마음에 드
는 자들을 부르셨다”(막 3:13), 초대했다고 기록했다. 옹위한 사람들 중에서 늘
눈여겨 살펴온 마음에 든 자들을 초대하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초대이기 때문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이 초대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도
전이다.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의 영원한 인격을 좌우한다. 그리고 이
초청에 자원하여, 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호출하신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를
부르사”(눅 6:13), 즉 호출하사라고 썼다. 예수님의 초청에 즐겨 응한 자는 그의
호출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그 호출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열둘을
택하셨다. 택한다는 말은 ‘에클레고(ejklevgw)’인데, 아주 신중히 가려 뽑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여 그들을 세
우셨다(막 3:14). 이 말은 ‘포이에오(poievw)’로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뜻
을 가진 단어인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직분을 맡기기 위하여 따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직분에 임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열둘에게 사도라는 특별

임무를 주셨다. 사도란 말 ‘아포스톨로스(ajpovstolo")’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
은 자, 대리자라는 말이다. 이 이름은 제자들의 할 일이 무엇임을 명시한다. 그것
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
가는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막 3:14)고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거하여 예수를 온전히 배우고, 그 배운 예수를, 예수를
대신하여 나가서 전파하고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리하여 제자들은 세단계의 부르심 즉 3중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였다(히 3:1). 그 말은 12제자를 사도라고 한 것과
꼭 같은 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을 올바로 보여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과연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
하게 나타내셨다(요 14:8, 9). 제자 된 사도들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완전하게 나
타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
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요(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이다(고후 3:2, 3). 모
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이 3중의 부르심을 거치게 된다. 즉,
첫째, 증인이로서, 목격자로서 초대되고,
둘째, 그와 동거하는 견습자로서 호출되며,
셋째, 그를 온전히 선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데는 이런 교훈이 포함되었다.
4) 12제자들
이렇게 하여, 열두 사람의 제자가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각각 약점과 장점을 가
지고 예수님 주위에 뭉쳐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로 세 그룹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둘째는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요, 셋째는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유다였다.
첫째 그룹의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이요 셋째그룹의 야
고보는 소야고보라 하고, 알패오의 아들이다. 이 외에 바돌로매와 나다나엘이 동
일인이요, 다대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눅 6:16; 요 14:22; 행 1:13)가 같은 사

람이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 셀롯이
라는 시몬이라고 한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었다. 셀롯당은 곧 열심당이요 마태복음
과 마가복음에는 ‘가나안인’라고 했는데, ‘카나나이오스(Kananai'o")’의 번역으로
서 오역이다. 이 말은 아람어를 헬라글자로 음사(音寫)한 것인데 곧 아람말로 열
심당원이라는 말이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께서 지어준 아람어 이름은 ‘게바’였다
(요 1:42). 게바를 헬라말로 번역하여 베드로가 되었다. 그는 솔직하고 열렬하였
으나 충동적이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으며, 또 어떻게 자주 실패하였는지
를 성 경 을 통하 여 알 고 있으 며 , 그의 최후 순교 의 이야기 는 ‘ 센키비치
(Sienkiewicz)’의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통하여 보편화 되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의 이 순교 이야기는 교회사가의 시조로 알려진 유세비우스(Eusebius)
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전한다. 순교할 때 그의 아내도 함께 순교하였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었는데, 베드로는 아내에게 ‘주님을 기억하시오’라
고 격려하였고, 베드로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의 이
름은 ‘남자답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그는 숨은 봉사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에
대한 행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안다. 다만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하
였고(요 1:41, 42),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께 인도하였으
며(요 6:8, 9),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였다(요
12:20~22).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안드레의 이야기다. 그의 순교 전설은 그가 헬
라의 아가야지방 바트라스에서 죽었는데, X형 형틀에 죽었다고 하며, 지금도 이
모양을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른다.
야고보와 사랑의 제자 요한은 형제로써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세 제자
중의 둘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다(막 3:17). 그들 형제는 야심가였으며(마 20:20~28; 막
10:35~45) 예수님을 위한 열심히 대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유숙하지 못하게 했을 때 옛날 엘리야를 모방하여 하
늘에서 불이 내려와 동네를 불사르게 하자고 제안하였다(눅 9:51~56). 또한 요

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
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일을 금하였다(막 9:39, 40; 눅 9:49, 50). 모두 예수님
을 위한 열심의 발로다. 그러나 요한은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으며,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하여는 여러모로 전해지고 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던 이
야기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후에 밧모섬에 유배되었으나 거기서 예수 그리
스도의 장엄한 계시를 본 후에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형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였다. 그 형제가 사도의
순교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였다. 야고보의 순교 기록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에 기록 되어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를 좇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의 신앙 태도는 항
상 소극적이었다.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인도할 때도 그러하였다(요 1:43~45).
또한 5천명을 먹인 기적 기사에도 그는 계산에 빠르며, 동시에 소극적이었다(요
6:5~7).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빌립을 찾았을 때도 그는 안드레를 통하
여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요 12:20~22).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본다. 이 모든 곳에서 그는 소극적 성
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시 채찍에 맞아 순교하였
다고 전한다.
도마는 의심장이 제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다(요
11:16). 그것은 쌍둥이라는 뜻이다. 그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말을 통하여 비겁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실 때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요 14:1~6). 의심의 성질을 잘 나
타낸 현장이다. 그러나 이런 의심은 불신이기 보다는 확증을 얻으려는 갈구로 이
해할 때 그의 철저한 성격을 짐작할 수도 있다. 예수님 부활 후에도 그는 친구들
의 말만으로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은 도
마의 이런 성격을 잘 이해하셨고, 마침내 그에게 확증을 주셨다(요 20:19~28).
나는 어릴 때부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심장이 도마’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런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소위 의심

장이라는 말을 듣도록 의문이 많았다. 그런 의문 때문에 예수님의 황금 같은 귀한
대답들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일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
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요 14:5)라고 묻지 않았
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대답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
뿐만 아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
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
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
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요 20:24, 25) 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
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다 하시니라”(요 20:27~29)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겠는가. 도마의 이런 확
인주의는 그 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대한 복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도마를 의
심쟁이라고 말하기를 그쳤다. 대신에 확인주의자 도마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도마의 확인으로 우리도 함께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도마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죽었으며 그 유해는 에뎃사로 옮겨 장사
하였다고 전한다.
바돌로매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로 나오며, 그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요
21:2).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이 나다나엘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의 기록과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일곱 제자 중에 이름이 기록된 일과
바돌로매라는 이름으로 사도명단에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마태는 그가 세리였으며, 별명이 레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막 2:14; 눅 5:27,
28). 그가 세관에 앉아 일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좇았다. 그
의 아버지는 알패오였다(막 2:14).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제자 알패오 아들 야고보
와 형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야고보의 아버지 알패오는 마태의 아버지 알패

오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들이
형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태는 아마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면서 가버나움에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틈나는 대로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경청하였던 것 같다. 예수님은 마태의 이런 심정을 잘 아시고 마
침내, 세관에 앉았으나 마음은 예수께 있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마
태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의 깊은 마음속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
마나 감사했는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
었다. 그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였으며, 이 사실을 바리새인은 비난
하였다(마 9:9~13; 막 2:13~17; 눅 5:27~39). 이 비난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
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1)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
을 수 있게 했다. 마태는 당장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았으나 그의 세리
로서의 경험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좋은 재능을 제공하였으리라.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 의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듯이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숫자에 대한 관
심을 많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일을 통하여 많은 세
리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모았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를
비난했다(마 11:19).
마태의 종말에 대하여는 말이 많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마태는 채식주의
자로 전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며 오래 살고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탈뭇’에는 마태가 산헤드린에 의하여 사형을 받았다고 전하는가 하면 외
경 안드레와 마태행전에는 어떤 식인종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들에 의하
여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한다.
그 외의 제자 열심당 시몬과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는 그 이름이 나타난
것 이상으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열심당 시몬은 그 원래 소속이 말해 주듯이
유대의 독립을 열렬히 바라는 지하 폭력 조직에 가담한 자였고 아마 처음 예수님
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독립을 성취시켜보자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 되었다. 원래 열심당은 세리들을 미워하였는데, 세리는
유대의 세금을 로마에 바쳤으니 독립을 반대하는 매국노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

래서 한적한 곳에서 만나면 살해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기적을 우리는 기쁘게 볼 수가 있다. 시
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전한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대로 마태와 형제인 듯하다. 이런 저런 기록
들은 야고보도 열심당이 아니었는가 추측한다. 그래서 그 형제 마태와는 원수처
럼 지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함께 제자인 것은 확실하고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전해진다.
다대오는 가룟 유다 아닌 유다이다(요 14:22; 눅 6:16; 행 1:13). 이 유다는 요한
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한번 나타났다. 왜 예수가 여러 사람 앞에 메시야임을
나타내지 않는지 그 의문을 털어 놓은 것이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리라”(요 14:22, 23)고 하셨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자명하
여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은 메시야인 것이다. 사랑과 순종, 희생과 봉사로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들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에뎃사에 가서
전도하였고 아라랏에서 전도하다 화살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한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유명하다.
선생을 판 자로서 유명하다.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하였다(요 12:6). 그는 아마
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를 왕으로 삼자는 군중의 선동자로 생각되고(요 6:15),
유일하게 남방 유대지방 출신의 제자이며 서기관이었다. 예수님은 유다의 심정을
잘 아셨으나 그가 제자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
고 예수를 찾아왔을 때 그는 경이로움을 경험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간청하였다.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
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19, 20).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 이 말을 흔히 예수님의 가난을 증명하는 말로 사용
한다. 물론 그렇기도 하니만, 이 말은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말

씀이다. 그의 마음에는 공중의 새의 깃들 곳도 있고 여우의 굴도 있으나 예수님의
머리는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허락도 거절도 아니다. 그의 선택에 맡
기셨다. 사도를 임명할 때 가룟 유다의 참가를 열렬히 바라는 다른 제자들의 열망
을 예수님은 묵인으로 받아들이신 것뿐이다. 그는 그의 속에 꿈틀거리는 탐욕과
명예욕에 굴복 당하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그가 정죄되기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자기의 권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드디어
그 권능을 행사하게 하여 왕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예
수를 왕 되게 한 일등 공로자가 되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노린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었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영원히 저주의 말들
로 사람 입술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마 27:3~10; 행 1:18~19).
우리는 12제자의 사정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약한 인간이었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놓았
다. 그의 천국 사업은 겨자씨 같이 시작하였으나 새들이 깃드는 나무의 결과를 보
았다(마 13:31, 32). 그들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고전 1:26~29). 다음은 제자들의 이름 일람표이다. 각 복음서를 따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그 이름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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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예수의 이적
1. 이적을 행하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
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봉사의 모든 면을 다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복음서를 읽으
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대하게 된다. 우리가 기적을 빼내고 복음서나,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탁월한 관찰과 윤리라고 세상
이 떠들썩하도록 입에 오르내려도 불투만의 비신화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직면할 수는 없다. 그는 공생애 봉사를 이적 행하시는 일로 시작하셨고 그의 공생
애의 종결도 이적으로 하셨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한 이적과
21장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적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이적 없이 행
사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 때문에 복음
을 멀리한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벧전 2:7,8; 마
21:42).
1) 이적의 의미
성경의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역사
를 통하여 인간의 생애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며, 죄의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
는 행동을 하신다. 이 행동이 때로는 자연을 움직이거나, 국가를 움직이거나, 개
인을 움직이며,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와 자연법칙을 통
한 섭리를 떠나서 인간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이적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모세 시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이적이 나타났고 그 후 기드온 때
에 양털에 이슬 젖는 이적이 보이고 그 후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이적이 집중적
으로 보이고 이사야 때 히스기야왕의 병 고치는 일과 다니엘 때에 나타난 것 등이
고작이다. 그 후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시대와 그 제자들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 온통 이적만 있는 것 같은 인
상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이 차지하는 복음적 계시적 비중이 크며, 또한 상식의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느끼는 이질감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깊은 계시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이적을 대할 때 그 속에 계시된 구속의 의미를 반
드시 포착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이적들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일로 생각
한 흔적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간섭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였으며 그런 만치 그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태도로
이적을 대하였다. 그러므로 이적을 읽을 때 구속사적 계시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져야 한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하였다. 예수에게
서 어떤 이적행하는 것을 볼까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이
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눅 23:8, 9). 이적은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는 장난감이 아
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이며 행동으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다.
성경에는 거짓 신들도 이적을 행한다고 말했으며 또 행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
다(행 8:9~11). 이적들이 구속의 역사와 관계없으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뚜렷한 표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결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고 하셨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신성) 믿지 않는
영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골 2:9).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언제나 바로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다. 인격
과 외모가 동일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동일성과 계속성
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적은 성경적 의미의 이적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4~7절에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모
든 내용과 같은 교훈을 하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이적은 하나님께로 좇아 온 것
이 아니다. 앞에 말한 대로 이적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사 8:20).
그리고 소위 이적을 행한다는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근히 인간을 높
이는 일이 있으며 재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본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
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
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 23).
이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증거가 아닌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로서 이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마 24:24, 25). 이 거짓 선지
자와 거짓 그리스도 무리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
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택한 백성이었더라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미리 이 사실을 말씀하셔
서 미혹되지 않도록 사랑의 조처를 취하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와 계시록에도
같은 경고가 계시되어 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
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9, 10). 우
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에 현혹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연합시킨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
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
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계 13:12~14). 얼마나 엄청난 이
적을 행하는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
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
라”(계 16:13, 14). 이 모든 계시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들을 결속시켜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방법으로 이적을 행한다는 사
실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 성경
이 가르치는 말씀에 의하여서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요즘 횡행하는 이적들이 구속적 계시와 정말 관계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건과 행
동으로 나타난 말씀의 선포인가? 에베소서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해 준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의 일반적 이해는 구약 시대의 사람
에게는 신약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문의 문맥과 시제가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적용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가 선지자 시
대와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속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기 때문
이며 또 사실이 그렇다.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의 이적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이적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적을 나타낸 말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단어들 중에 세 단어
가 중요하게 쓰였다.
첫째, 권능이란 말이다. 이것의 헬라어는 ‘두나메이스(dunavmei")’인데 ‘두나미
스(duvnami")’의 복수이다. 능력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복수로 쓴 것은 능력이
풍성함과 많이 행하심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공관복음에 쓰인 말로 신성의 능력
을 나타내주는 말이며 이적의 근원을 지시하는 말이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주의 능력 ‘두나미스(duvnami")’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는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낫
게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능력을 자신이 조정하고 계셨으며 그런
만치 이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다(막
5:30, 눅 8:46). 이 단어는 인간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 곧 신성의 능력
이 인간의 세계에 나타난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둘째, 기사(奇事)란 말이다. 이 말은 주로 사도행전에 쓰여졌으며 헬라어로 ‘테라
스(tevra")’인데 비상하게 드문 일, 놀라운 일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독으
로 쓰인 일이 거의 없으며 거의가 표적이란 말과 함께 쓰였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곳은 한 곳도 없고 거짓 그리스도가 기사를
행한다고 할 때는 쓰였다(마 24:24; 막 13:22). 이것은 어떤 도덕적 특성을 가지
지 않은 말이요 요술사의 속임수도 테라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보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볼 때 이적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적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속지 않는다.
셋째, 표적이란 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쓰인 말인데 사도요한이 즐겨 쓴 말
이다(적어도 17회이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shmei'on)’인데 이것은 표(Sign)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이적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적을 행
하시는 분이 메시야이며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표라는 말이다. 이적은 행하는
자의 마음과 성격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
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 주는 낱말인 것이다.
구약성경은 메시야의 표로 이적 행할 것을 예언하였고(사 61:1~2), 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야인지 확인하러 왔을 때 속히 대답하시는 대
신 예수께서 하시는 봉사를 지켜보고 스스로 마음에 예수가 메시야임을 확증하게
하셨는데 그의 하신 봉사는 곧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
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1~22)고 하셔서 곧 이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요한에게 예
수님이 메시야이심을 확증해 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세메이온’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예언된 메시야임을 확증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 틀림
없는 것이다.
2. 이적의 분류
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모두 35개가 기록되어 있다. (부록, 주님
의 표적 참고). 사도 요한의 말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이라도 그것을 두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요 21:25). 복음서의 기록들은 그
것만으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라”(요 20:31)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부분을 선택하
여 기록하였을 뿐이다.
이 35개의 이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병 고치심 19 개
2) 죽은 자를 살리심 3 개
3) 귀신을 쫓아내심 6 개
4) 자연 표적 9 개
위의 숫자를 더하면 37개가 되는데 두 개는 병 고치는 것과 동시에 귀신을 쫓아
낸 이적임으로 1)과 3)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병 고치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
병은 인간의 연약성의 증거이다. 여기 나타난 “연약”이란 말의 헬라어는 ‘아스떼
네이아(ajsqevneia)’인데 이것은 육체적 쇠약을 뜻하며 질병을 뜻하는 말이다. 이
사야 64장 6절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탄식하였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인간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신 사실을 보여 주는 일인
데 그것은 곧 죄를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과 꼭 같은 말이다. 세상에 들어온 모든
고통의 이유는 죄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은 자기에게 속한 속
성들을 가지고 왔다. 사망의 속성이 질병, 고통, 쇠약 도덕성의 부패 등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죄를 치료하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
하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눅 5:31, 32; 마 9:12, 13; 막 2:17).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 내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를 사
했다고 말씀하셨다(마 9:2~8; 막 2:1~12; 눅 5:17~26).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이 말에 대하여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참람하다고 비난했을 때 인
자가 세상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그의 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확인 시키시면서 질
병과 죄의 연관성을 명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
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5:14)고 권면하시므로 죄와 질
병의 관계를 보여 주셨다. 물론 요한복음 9장의 소경된 자를 고치신 장면에서 죄
와 관련하여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
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므로 어떤 병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두셨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마귀
의 일을 멸하는 것이며(요일 3:8), 마귀는 죄의 창시자이다(요 8:44). 그러므로
그 개인에게는 정죄될 거리가 없었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이라는 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시편
103편 1~6절과 야고보서 5장 14~16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죄와 병을 관련짓
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성경의 흐름의 한 맥을 이루고 있다.
결국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음을 발표하신
것이며 이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그의 구속 사업의 중심에 속하는 일임
을 보여 주신 것이다.

‘구원한다’는 헬라어 ‘소죠(swvzw)’와 ‘구주’라는 헬라어 ‘소테르(swthvr)’는 ‘치료’
와 ‘치료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같은 뜻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에게 있
어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은 같은 일이었다.
오늘날 소위 신유라고 하여 병 고치는 이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
수님께로부터 온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지 깊이 살펴 볼 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
아 이르는 신유에는 진정한 회개가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회개는 병을 치료하며
죄의 영혼 곧 그 인격을 치료하는 것이다. 인간이 모든 연약에서 완전히 건져지는
것은 구속 사업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은 이 일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
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1, 2).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24). “다시 저주가 없으
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계
22:3; 21:4).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건강해야 한다. 그들에게 애굽인의 질병의 하나도 내
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출 15:26). 이런 경험에 이르기 위하여 “너
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건강
기별을 가진 백성이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을 누리며 심신이 행복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바른 증인들이 될 것이다.
2) 죽은 자를 살리심
복음서에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은 세 번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7장 11~17절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마가복음 5장 21~43절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 요한복
음 11장 1~45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
답하신 말씀을 읽으면 이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
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이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은 이 세 경우가 모두이다. 그 경우들이 각
각 다른데 과부의 아들은 상여를 메고 나가는 것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경우이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살리셨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서두른다. 기후가 습하고
덥기 때문이다. 그 장례와 매장에는 흔히 경비가 많이 들었다. 비싼 향료를 몸에
바르고 비싼 수의를 입혔으며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무덤에 함께 넣었다. 그들은
수의를 길손의 옷이라고 부르며 랍비 가말리엘 이후로는 베로 수의를 지었다. 장
례식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추모의 행렬은 길게 뻗친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여인들이 서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이 첫 번 여자 하와에게서 시
작하였다는 뜻이다.
묘지에서 조사(弔辭)를 하며 식이 끝나면 조객들이 좌우로 갈라선 사이로 상주와
그 식구, 친척들이 말없이 지나간다.
상가에서는 시체가 집에 있는 동안 음식을 만들지 않으며 시체 앞에서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경문도 차지 않으며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다. 시체가 나가고 나
면 집안의 가구를 다 돌려놓고, 남은 식구들은 다 방바닥이나 낮은 상에 앉는다.
무덤에 나간 자들이 돌아오면 친척과 이웃들이 준비한 떡과 삶은 계란, 콩을 먹는
데 계란과 콩은 인생이 늘 죽음을 향하여 굴러간다는 상징이라고 한다. 기중(忌中)
은 7일인데 첫 3일은 곡을 하고, 그 7일 전 기간 동안 기름을 바르거나 신을 신거
나 몸을 씻지 않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초상기간은 30일간이나 되
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장례 상구들을 보면 빈부를 당장 알 수 있었다. 나인성 과부
의 아들의 관은 ‘소로스(sorov")’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버드나무로 만든 뚜
껑 없는 관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나무로 엮은 채에 얹어 메고 나간 것인데 그 집
이 심히 가난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납골 단지라

고 말한다. 그러나 과부의 아들은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곧장 살아 일어
나 앉았다. 그러므로 그 관이 뼈를 추려 넣은 납골 단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가
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죽음은 가장 큰 병이다. 이것은 인간의 일반적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병인 것
이다. 사실 성경은 사망을 죄의 결과요 죄의 삯이라고 말하고 있다(롬 5:12;
6:23). 이것은 병이 죄와 관련된 것 보다 더 직접적이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다
(고전 15:56).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사망의 권세 곧 죄의 세력을 완전
히 없애버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
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신 것이다(히 2:14).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계 1:18). 마침내 사망은 온 우주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생명
과 은혜만이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나사로의 부활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썩을 것이 불
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불가불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고전 15:52~54). 그러나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
이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이 부활
하는 그 부활과는 다른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 때 살린 것은 가장 큰 병 곧 사망의 병을 생명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치료하신 것과 같은데 그것은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우주 앞에서 시범하여 선포
하시는 기별인 것이다.
3) 귀신을 쫓아내심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6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거라
사 땅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서(막 5:1~20; 마 8:28~34) 예수님이 마귀
와 투쟁하시는 것과 그 투쟁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행동했는지를 복음서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온 때를 그를 정복할 가장 좋은 기회
로 판단하고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의 천사들이(계 12:7) 총 동원되어
활동한 것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직접 사단의 권세를 대면하셨으

며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마침내 마귀를 이 우주에서 완전히 쫓아내어 멸하실 것
을 선포하신 것이다.
(1) 예수님과 마귀
이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취급해야 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예수님은 마귀의 실재를 인정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세상에 계실 때 자
주 부딪치시고 또 명하여 쫓아내셨다. 최초의 사람을 범죄 하도록 유혹한 것도 마
귀였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마귀의 아들이라고 지적하셨다(요 8:44).
마귀 혹은 사단은(계 12:9) 원래 광명한 천사였다(사 14:12~14). 마귀란 헬라말
로 ‘디아볼로스’(diavbolo")인데, 무엇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어던져진 것을 뜻한
다. 그래서 결국 내어 쫓긴 자라는 뜻도 되고,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는 자란 뜻도
된다.
사단(Satana'")은 대적하는 자란 뜻이다. 이 사단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말인데
온 세계가 그대로 쓰는 말이다. 사단이란 말과 마귀란 말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에스겔 28장을 읽으면 그는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였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겔 28:12~17)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꾀
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 사단이 된 것이다(사 14:12~14; 딤전 3:6). 그러므로
사단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그 투쟁의 연장이 오늘날 세
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
단이 세상을 유혹하여 자기편에 끌어들여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사단은
인성으로 약하여진 예수를 당장에 멸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요일 3:8).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한 것이 사단의 충동이었
음은 이미 말하였다(마 2:7~18; 계 12:1~5).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최초로 마
귀의 세력과 맞부딪쳤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여 심히 연약하여
지신 때에 또 공격을 했고 예수님의 온 지상 생애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낙심시키고 패배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낙심

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마귀를 결박하였고 그 후 그의 세간을 탈취
하셨다(마 12:29).
마침내 사단은 공중에서 떨어졌고(눅 10:18)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제 사단
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투쟁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2)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일들
① 하늘에서 쫓겨남
계시록 12장 7~9절에는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옛 뱀, 곧 마귀
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 그의 부하들과 합하여 미가엘과 그의 사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단은 그 본래 영광스러운 그룹 천사였다(겔 28:14).
그 이름은 루스벨(Lucifer)인데(사 12:12, 한글 번역에서 계명성이라고 번역하였
는데, 히브리어로는 ‘헬렐(lleyhe)’이다. 70인 역에서는 ‘호 헤오스포로스(oJ
eJ sfovro")’로 번역되었고 라틴어 성경에서 이 말을 고유명사로 ‘루치페르
(Lucifer)’라고 하였다. 이것이 영어 흠정역에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영어권에서
는 이것을 마귀 곧 사단의 원명으로 이해한 것 같다. 라틴어 철자를 영어로 발음
하여 ‘루시퍼(Lucifer)’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루스벨이라고 번
역하여 써오고 있다. 그 뜻은 계명성, 또는 새벽의 아들, 또는 빛을 가진 자이다.
그는 교만하여 졌다(겔 28:5; 딤전 3:6).
하늘 정부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마 20:25~28; 막 10:42~45). 그런데 루
스벨은 섬김 받기를 원하였다.
우주의 창조주는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온 피조물을 주관하시며 섬기신다. 루스
벨은 스스로 창조주의 지위를 탐하였다. 이런 루스벨의 의도는 이사야 14장
12~14절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위를 떠났다(유 6). 그는 자기
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
는 것으로 무시하였다. 주권자는 그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자를 법에 의하여 공
의롭게 처리한다. 사단은 이 법을 무시하였으니 자기가 주권자와 동등할 뿐 아니
라 오히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나타냈다.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시

119:85)가 된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생
명이다. 이 법을 좇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겔 20:11, 13, 21) 때문에 의와 공의이다(시 119:172). 이것은 하
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의(義)는 하나님의 규준에 꼭 맞은 것이며, 공의(公義)
는 재판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장이요 그의 심판은 규준에 맞는다. 이 규준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시 89:14, 97:2) 그 성품의 표현
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축출한다는 것과 같
다. 루스벨이 바로 이일을 시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 곧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며 사망 자체가 되어 사망의 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등을 주장하는 루스벨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미가엘이라는 이
름으로 나타나셨다. 미가엘이란 말은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랴?’는 뜻이다. 여호
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하님과 동등한 존재는 없다. 이리하여 두 사이에 투쟁이
일어났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유 9) 기록되었으며 성경에 5회 나타나는데(단 10:13,
21; 12:1; 유 9; 계 12:7) 그 장면은 모두 싸우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24: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장본인 사단 및 죄
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일반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결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그들은 미가엘을 무천사장(武天使長)이라고 말한다. 미가엘이 싸우
는 장면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문천사장(文天使長)이라고 말
한다. 그는 주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사의 세계에도
문무양반(文武兩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미가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구조를 가진 성경구절이 있다.
이 두 장면을 대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해할 수 있다. 그 다른 성경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유명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

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위의 두 성경구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여자가 있고, 여자의 아들(후손)이 있고, 뱀 곧 사단(계 12:9)이 있다. 그리고 여
자의 후손과 뱀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
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싸울 것이며 결과
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계시록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며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통
치자이다. 결국 여자의 아들과 사단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두고 싸울 것이라는 말
씀이다. 사단이 이 지구의 통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눅 4:5, 6). 시험의 광
야에서 예수님 앞에 직접 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
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이시며 지구의 거민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다.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것임을 계시록 12장이 보여주
는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창
조하셔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맡긴 이 지구에 와서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아담
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 그 결과로 사단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에게서 탈
취하여 자기의 영토로 확보하고 하나님께 하늘에서 하던 그 도전을 계속하였다.
이런 사단을 이 지구에서도 쫓아내기 위하여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신 미가엘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단과 싸우시는 것이다. 마침
내 십자가로 이기시고(골 2:15)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사단을 없이하신
것이다(히 2:14). 이 두 장면을 맑은 마음으로 읽으면 사단과 싸우시는 여자의 후
손 그분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미가엘이라는 칭호는 사단
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우주 통치를 옹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한 칭호인 것이다.
마침내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계 12:9, 12). 이렇게 사단이 내어 쫓긴 땅
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불렀다(벧후 2:4). 사단은 하늘에서 범죄하므로 (벧후 2:4)

제 지위를 떠나고(유 6) 마침내 땅으로 내어쫓겨(계 12:9) 지옥에 갇혔다(벧후
2:4).
지옥에 갇힌 사단이 어찌 그리 세력 있게 활동하는가? 우리는 사단이 갇힌 지옥
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지옥에
갇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벧후 2:4). 그러니까 사단은 그가 갇
힌 지옥 안에서 심판 때까지 세력 좋게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갇힌 지옥이 범죄한 세상임을 알게 된다.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요 사람들이 지옥과 관련하여 생각을
전개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다. 즉 스올, 음부, 무저갱, 지옥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스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은 무덤이라는
뜻이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리요 반드시 음부 문으로
내려가 티끌 가운데 한 번 평안히 쉬리로다.”(욥 17:15~16 -구역). 신약성경에
서는 헬라어 ‘하데스’(a{/dh")가 음부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스올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사단의 세력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그것은 사단
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사람을 사망케 하여 무덤에 묻히게 만드니까 그렇다.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비유 중의 부자가 고통당하는 곳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최종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예수님도 음부에 가신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다(행 2:31).
지옥은 두 가지 말이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첫째는 ‘탈타로스(tavrtaro")’이다. 이
것은 신약성경에 꼭 한번 쓰였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이 그것이다. 유다
서 6절에는 흑암이라고 하였다. 이곳이 바로 사단이 내어 쫓긴 곳이다. 그런데 여
기로 내어 쫓길 때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크게 분 내어 내려갔다
(계 12:12). 이곳에 갇혀 자기의 분노를 세상에 다 쏟아 놓고 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은 외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마 8:29)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마
귀가 자기가 망할 때가 정해져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누가복음 4장
5, 6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의 광야에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

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님은 사단을
세상 임금으로 인정하셨다(요 14:30). 아담은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 왕이었으
나 사단에게 굴복하므로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다. 사단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땅으로 쫓겨 와 인류를 넘어뜨리고 땅을 차지하였다. 그
래서 지구는 죄의 왕 사단이 갇힌 곳으로 그가 온 지구를 죄의 소굴 지옥으로 만
든 것이다. 유다서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갇힌 곳을 흑암이라고 하였
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사단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 하였다. 또한 노아
때에 범죄하여 홍수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옥에 갇혔던 자들이라고 말
한다(벧전 3:18, 19).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 ‘탈타로스’는 죄로 인
해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갇힌 마귀가 그렇
게 제 세상인 듯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지옥이란 말은 복음서에 주로 쓰인 말로 ‘게헨나(gevenna)’가 있는데 이
것은 구약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말을(대하 28:2) 헬라말로 번역한 말인데
실지로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지명이다. 유다 왕 아하스가 모압의 신 몰록을 수
입하여 이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짓고 어린 아이들을 불사르는 제사를 드렸다(대
하 28:2). 그 후로 우상 숭배자들의 성지가 되어 오다가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
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다(왕하 23:10).
그리하여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상 불을 질렀는데, 한편에서는 서서히
불붙어 타는 쓰레기, 한편에서는 미처 타기 전에 썩고 있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있었다(막 9:47, 48). 이런 사실을 ‘게헨나(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
는지 모른다. 예레미야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는 상징으로 이 장소를 들어 예언
하였다(렘 7:29~34).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므로 이 말은 ‘탈타로스’가 되어 더럽혀진 지구를 최후에 불로 정결케 할 것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사단에게 유일한 성지였던 이 지구가 예수님에 의
해 죄를 처리하는 불타는 쓰레기장이 될 것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게헨나’는
지구가 뜨거운 불에 불타며 모든 죄인과 죄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탈 때까지
타는 이 지구의 정결 작업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이다. 탈 것이 다 타면

신천신지를 창조 하신다(벧후 3:10~13; 계 20:7~10, 14; 사 65:17, 18). 이렇게
불탈 때 사단과 그의 사자도 완전히 불에 타고 재가 될 것이다(겔 28:18, 말 4:1,
2; 유 7; 벧후 2:6). 불로 정결하게 된 지구에 신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무저갱이란 말은 ‘아뷔소스(a[busso")’인데 계시록 20장 1~3절에 사단을 가두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단을 무저갱에 1,000년 기간 동안만 가두는 특별한 갇
힘이다. 로마서 10장 7절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은 시체를 두는 곳을
뜻하는 말인데 결국 묘지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1천년 동안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고 모든 악인은 죽어 없어졌고,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을 대적하던 마귀는 모든 유혹의 대상을 잃고 악인들의 시체가 매장할 곳이 없도
록 쓰러져 있는 황폐한 지구에 그를 따라 함께 반역에 참가하였던 그의 부하 천사
들과 함께 갇혀있을 때를 무저갱 곧 ‘아뷔소스’ 공동묘지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들은 처음 창조된 세상에서 신천지
에 이르는 이 지구의 변화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고 그 상태마다
지구의 주인 인간과, 유혹자 사단이 당할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임도 알 수가 있
다. 즉, 처음 창조된 세상 → 탈타로스 → 아뷔소스 → 게헨나 → 신천지인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쫓겨 지옥에 갇혔는데 그 지옥이 땅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면
서 성경의 지옥의 뜻을 살펴보았다. 사단이 내어 쫓기는 일로 시작하여 이 지구는
사단으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었다.
② 십자가로 인하여 쫓겨남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하는 줄 알았다. 만일 예수께서 죽는 것
으로 그쳤으면 사단은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로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
였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셨다”(히 2:14). 그
리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골 2:14, 15).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
져 더 이상 지구의 왕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의 정당한 왕이요 장자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수를 맏아들이라 하였고 히
브리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였다.

지구의 맏아들 아담이 사단에게 장자권과 함께 왕권을 넘겨줬을 때 아담은 죽게
되었고 죽지 않은 사단이 지구의 장자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출입하였었다
(욥 1:6, 2:1).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후 사단은 지구의 장자권과 왕권을 예수께
내어놓고 우주(宇宙) 하나님의 보좌 앞 출입권을 영영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님은 마지막 아담이며,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 정당한 왕이시며 지구의 장
자이시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로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흔히 예
수님의 십자가는 지구의 죄인들만의 것인 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고 기
록하였다. 무슨 말인가? 사단은 하늘에서 천사의 ⅓이 자기편이 되도록 유혹했으
며, 다른 우주 세계에도(히 11:3)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참소하였다. 그래서 비록
사단 편에 서지는 않았으나 의구심을 가졌던 우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느니라.”(롬 5:8). 이제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
은 세계는 하나도 없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신 것이다.
③ 재림으로 완전히 멸망함
사단은 패배한 원수이다. 다만 그 재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때는 여
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한 뱀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이미 말한 대로 1천년
이 끝난 후이다. 지금은 다만 형 집행만 남아 있을 뿐이다. 큰 날의 심판시간을 기
다리는 사단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러나 멀지 않아 예수님은 영광으로 재
림하실 것이며, 그 때 그는 무저갱에 갇혔다가(계 20:1~3) 1,000년 후에 모든 악
인과 함께 불 못에 던져짐을 받고 땅 위에 재가 될 것이다(겔 28:18; 말 4:1). 이
렇게 되어 이 땅 위에는 죄와 죄의 장본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시
행되는 하늘나라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사단에게 매여 죄로 인해 고난
당하는 사람을 풀어 놓아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적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은

사단을 온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립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이적임을 알
수가 있다.
4) 자연표적
복음서에는 자연표적이 9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속하는 이적
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 또한 그 일을 이루는데
수반되는 성질과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오는 결과 등을 보여 주는 이적들인 것이다.
이것은 네 무리로 묶을 수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생명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
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5,000명을 먹이심(마 14:13~21; 막 6:34~43; 눅 9:10~17; 요 6:1~14).
이 표적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7장 1절까지 잘 설명해 놓았다.
2. 4,000명을 먹이심(마 15:32~39; 막 8:1~9).
3.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요 2:1~11).
4. 폭풍을 잔잔케 하심(마 8:23~27; 막 4:35~51; 눅 8:22~25).
5. 물 위를 걸으심(마 14:22~33; 막 6:45~52; 요 6:1~21).
이상의 것은 다 같은 성질의 이적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적이다. 떡과 물고기 표적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참 생
명 얻음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성만찬도 포함하였다(요 6:53~58, 33~35).
이 표적은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행하신 것이다(요 6:4). 이 표적을 행하신 것
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확실히 가르쳐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수고 없이 떡을 먹고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실을 요한은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
셨다(요 6:26). 그리고 그들에게 참 먹을 양식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을 하셨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월절 행사에 대한 참된 뜻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양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표를 하였고, 그

식구들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야 했으며, 피를 칠하기
위하여 잡은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였다(출 12장). 이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
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며, 사람들은 그 피의 공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표상적인 절기였다.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식구들은
반드시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다. 요한복은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곧 맞을 유월절에 하는 행사가, 예수님의 행하실 그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믿기만 하고 말씀을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그분의 말씀 곧 성경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을 가르친다.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유월절이 가까울 때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표상적으로 행하는 그 절기의 실상이신 분이 여기 있으며, 다음
유월절에는 나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고 다 예수를 떠나갔다. 그들이 맞는 유
월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된 것이다.
물로 포도즙 만든 것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머지 둘은 물과 폭풍과의 관계
이다. 물은 사망을 뜻하고 폭풍은 사단의 세력을 뜻한다. 물 위로 걸으신 일은 예
수께서 사망과 죄를 발로 밟고 이기셨음을 보여 주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도록
허락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다. 또한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과 평안을 주신 것을 보여 주는 이적이다. 예수님이 주
무시는 일은 죽으심을 뜻하며, 폭풍이 대작(大作)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를 영원히 죽도록 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며,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 죽으신 후 제자
들의 상태를,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악의 세력이
영원히 잠잠해지는 것을 보여 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사
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는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보여 주는 표
적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 1~11절까지의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
라고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과 요한복음 21장 1~25
절의 다시 한 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153마리나 큰 고기를 잡게 한
이적이다. 153이라는 수가 이런 경우에 쓰일 때 그것은 숫자적으로 153을 뜻하
기보다는 하나의 관용구로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히
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서 그것을 숫자로 읽으면 153이 된다고 한
다. 만일 그렇다면 제자들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는 의미가 담긴 숫자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더 흥미 있는 것은 “고기”라는 단어가 “이크뚜스(ijcquv")”라는 것이다. 공
관복음서에서 물고기는 주로 이 말을 썼다. 그러나 요한은 물고기라고 할 때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요한복음 6:9, 11에는 “옵사리온(ojyavrion)”을
썼고, 21장에서도 5절에는 “프로스파기온(prosfavgion)”을 썼다. 그런데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할 때에만 “이크뚜스(ijcquv")”를 쓴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아는 대로 물고기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암호로
사용했다. 센키비치(Sienkiewicz)의 쿠오바디스에는 이 사실이 잘 묘사되어 있
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 물고기라는 단어 이크뚜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님의 아들 구주’라는 헬라어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모아쓰면 ‘이크뚜스’가 되기 때
문이다. 물고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표징으로 삼은 것이다. 어쩌면 요한은 여기서 하필 다른 곳에서 쓰지 않
았던 ‘이크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들이 낚아 올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사람들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요한복음
은 이 물고기 표상을 사용하는 핍박의 기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물고기를 낚는 것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

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
로는 일찍부터 어부였다. 그물 던지는 일에는 전문가였다. 인간이 오랫동안 사람
을 취급하고 그 심리를 잘 파악하고 조종하는 기술이 있어도 그것으로 영혼을 그
리스도께 인도하지는 못한다.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구
주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구원의 주도권이 예수께 있고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영혼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적이다.
우리는 인간의 재주와 방법으로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하다가 얼마나 자주 실망
하였는가!
셋째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마 17
장 24~27절의 물고기 입에서 세겔을 얻은 것이다.
이 일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인데 성전 세(稅) 받는 사람이 베드로
에게 예수께서 왜 성전 세를 내지 않느냐고 힐난(詰難)했을 때 베드로는 내신다
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
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
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오해케 하
지 않기 위하여”(마 17:25~27) 바다에 나가 낚시질 하여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 세금을 내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대인은 19세 이상
남자들이 1년에 1차씩 반 세겔 씩 성전 세를 낸다. 그것이 그 당시 대략 1년에
8,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성전 세는 유대력 12월인 아달월 초하룻날 납세 통고
를 보내고 15일에는 마을마다 성전 세 사무소를 개설하여 거두어들인다. 25일까
지 거두고 그 후에는 성전에서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
시는 유월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다. 이 표적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이
론이 분분하다. 이것은 표적일 수 없다느니 비유가 표적처럼 기록 되었느니 등등.
더구나 갈릴리 바다에는 반짝이는 금속성 물질을 삼키는 고기가 많아서 흔히 고
기 배속에서나 입속에서 돈을 얻는데, 베드로의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돈을
얻는다는 사실이 예언적 이적임을 나타낸다. 또 예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유는 예수님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적으
로 하시지 않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이적의 원칙에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
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요행에 의지하는 부도덕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적은 위에서 설명한 대
로 왕과 세금과 왕자의 이야기다. 그 왕자의 왕을 위한 세금, 이 세상 사람이 이해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천연계의 생물은 알고 왕자의 요구와 명령에 순복함을 이
표적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참된 왕이심을 보
여 주신 표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12~14절에 나타난 잎사귀뿐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8~22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
랑과 자비의 예수님이 자연계의 나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저주하실 수가 있느냐
는 것에도 있지만 마가의 설명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진다. 마가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
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막 11:13)고 말한 것이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가 없다고 저주하다니 그런 엉터리와 심술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무화과의 생리를 이해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무화과는 원래 잎과 함
께 열매가 나온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도 무성해야 한다. 그
런데 잎과 함께 나오는 열매는 일반적으로 열매로 보지 않는다. 굳이 번역하면 그
것을 선무화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람어로 ‘탁쉬’(Taqsh)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
화과의 때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비쿠르’(Bikkurah)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가
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비쿠르’의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신약
성경 문헌, 75쪽, F. F. Bruce, 생명의 말씀사, 서울, 1964)
‘비쿠르’는 6월~8월에 달린다. 그런데 이때는 3월말~4월초이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식 무화과가 아닌 ‘탁쉬’를 찾으셨다.
그래서 마가는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다고 쓰지 않았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신 것이다. 그런데 잎사귀뿐이었다. ‘탁쉬’가 맺지 않은 무화과는 그 해에 ‘비쿠

르’도 맺지 않는다. 이 나무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의식의 외형만을 치장해 온 이
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
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결과를 예고하신 것
이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 되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열
매보다는 탁쉬 즉 참열매가 맺힐 전조(前兆)가 있는가 오늘의 교회를 걸으시며
찾으신다. 우리는 어떤가? 그날에 우람하게 거두어질 열매를 위한 탁쉬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자연표적은 행한 기록이 없다. 그 이
유는 이 표적이 그리스도론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 같다.
3. 안식일에 행한 이적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주 이적을 행하셨다. 복음서에는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음과 같다.
요 5:1~15 베데스다 못 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침
막 1:21~28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고침
막 1:29~31 베드로 장모의 병 고침
막 3:1~6 한편 손 마른 자 고침
요 9:1~41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침
눅 13:10~17 허리 꼬부라진 여자 고침
눅 14:1~4 고창병(蠱脹病-水腫病)을 고침
여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은 그들 일생에 최고의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안식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그날처럼 감격하고 감사한 다른 안식일이 있
었을까. 사실 안식일이 언제나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자주 부딪치셨다. 유대인들
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조항들이 너무 많았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의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쳤을 때 회당장이 일할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
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단호히 대답하
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
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눅
13:15, 16).
안식일은 쉬게 하는 날이요 해방과 자유를 주는 날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힐난하는 유대인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성질
이 어떤 것임을 명백히 하셨다. 안식일은 진정한 치유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영혼이 쉬는 날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육 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 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2)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이 숨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다.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한다는 사실이 포함되
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안식일은 영의 생명이 호흡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 사실에 대하여 하
나님께 경배하는 날인 것이다. 이런 이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된다. 안
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풍성히 생명을 공급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환자를 고치는 것은 바
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役事)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계속 정죄하였다. 만일 예
수님이 안식을 범하였다면, 그도 율법 아래 났으므로(갈 4:4~5) 율법의 정죄로
죄인이 된다. 결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았고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행하여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마 5:17~18).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
지 아니하느냐”(요 8:46)고 반문하셨다. 예수님은 죄로 책잡힐만한 한 오리의 허
물도 없으셨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안식교인들
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어라 대답할 것이냐고 힐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하
게도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꼭 같은 견해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
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
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는 말은
사람의 편리대로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안
식일이 사람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
하고 있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샤바트(tB;v')’는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불어
나 스페인어, 독일어도 모두 같다. 그 말은 단순히 쉰다는 뜻 이상으로 고유명사
처럼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즉 ‘샤바트’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요일
이 될 수가 없다. 일요일이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월요일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샤바트’라는 날은 제 7일 이외의 어느 요일도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날이 복
되며 쉼의 날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므로 이적으로 안식일의 정
신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이 모든 이적은 구속을 가르치는 행동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적 자체에 흥미를 느
끼고 따르며 믿는 것은 정당한 믿음이 아니다(요 2:23~25). 그들은 이적의 이익
이 자신에게 무익으로 보일 때는 언제든지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 영생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예수님의 모든 표적도 구속의 말씀
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든든할 것이다.

제 11 장 예수의 교훈
1. 선생 예수
복음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 칭호는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인정하였다(마 22:16; 막 12:14; 눅 20:21).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거쳐 간 사
람들 중 가장 뛰어난 선생이었다.
복음서에 선생이라는 말 셋이 있다. “디다스칼로스”(didavskalo")가 40회 쓰였고,
누가는 “에피스타테스”(ejpistavth")라는 말을 썼는데(눅 5:5; 8:24, 25; 9:33,
49; 17:13), 이것은 통속적으로 교장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복음서에서 유대
적으로 사용한 말이 “랍비”인데 이 말은 “나의 선생”, “나의 주”,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선생에 대한 표준적 칭호였고 바리새인

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뛰어난
교사로 묘사하는데 열심인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문화 아래서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 모
든 것을 능력 있게 극복하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뛰어난 점을 넉넉
히 읽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눅 4:16, 31, 33; 마 4:23; 마
1:21). 그러나 멀지 않아 그는 배척을 당하시고 모든 회당은 그에게 문을 닫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산과 해변을 그의 교실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님은 들이나 산에서 그 산만한 분위기에서도 모든 청중을 압도하는 교육적 능력
을 소유해야 하였다. 야외에서 가르치려면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번에 군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불러 모아 줄지라도 그들을 휘어잡고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군중을 압
도하였음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다.
둘째,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원수까지도 설복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하니 바
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요 7:46, 47)고 할 정도였다.
셋째, 당장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해야 한다. 야외에 서서 듣는 사람들
이 듣는 즉시 이해되지 않으면 논리의 줄거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교훈의 내용을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읽노라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알 수가 있
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을 자신의 복
잡한 사고(思考)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오래 명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당신이 들려주신 말
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교훈하셨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다.
2. 예수님의 교수법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변화에 있다. 그 변화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이다. 양적 증가라는 것은 지식의 축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질적
변화는 흔히 인격 도야라고 한다. 신앙 교육에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교훈은 충분히 흥미가 있어야 하고 주의가 계속
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교훈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도록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온전한 이해가 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교훈이 생활에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요소들을 그의 교육 방법에 갖추셨다.
1) 경구(Epigram) - 예수님은 잊어버릴 수 없는 짧은 경구를 사용 하셨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을 것이다(마 16:25).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눅 12:15).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눅
18:14) 등 이러한 생기에 찬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게 된다.
2) 역설(Paradox) -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자극 시키는 역설적 말씀을 쓰셨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다. 그 말씀들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일반적인 세상 원
칙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 같다. 산상보훈 전체에 이러한 인상이 아주 강하다.
“옛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식의 말씀은
사람의 머릿속에 오래 남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한다.
3) 과장법(Hyperbole) - 예수님은 때때로 그 핵심적 내용을 인상 깊게 하려고 과
장법을 쓰셨다. “네 오른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는 식의 교훈이
그것이다(마 5:29 이하). 이것은 듣는 사람을 긴장하게 하여 그 하고자 하시는 교
훈의 핵심을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4) 유머(Humor) - 유머는 상처 없는 아픔을 웃음으로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든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마 7:1~5; 8:22)는 등의 말씀이 그것이다.
5) 논리적 방법을 쓰셨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논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귀류법(歸謬法)이다. 이것은 간접 환원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주장의 모
순점을 드러내어 그 논리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귀류법을 설명한 국어사

전의 내용은 이렇다. “귀ː류―법(歸謬法)『논』 한 명제(命題)가 참임을 증명하
는 대신, 그 거짓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에서, 그것이 모순에 귀결한다는 것을 지
적, 간접적으로 원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추리 증명법.” 바리새인들
이 마귀의 두목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귀신이 귀신
을 쫓아내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마 3:23~26)고 지적하여 그들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예이다.
둘째, 논리적 딜레마(dilemma)를 사용하셨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 놓고 판결을
요구 받았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말씀한 것, 안식일에 병자
를 고친 일을 두고 비난했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
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막 3:4)고 말씀하신 경우 등이다.
셋째, 강력한 이유를 내세우는 논리로서 하물며 식 대조법을 쓰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마 6:30) 등의 말씀이다. 얼마나 강렬한 인
상으로 마음에 새겨질 말씀이며 그 방법들인가!
6) 그러나 무엇보다 즐겨 사용하신 것은 비유이다. 특히 길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다.
3. 비유 해설
비유는 전해 주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을 인상 깊은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깨닫도
록 전달하는 것이다. 즉 진리의 핵심을 극화(劇化)된 이야기로써 그림을 보듯 보
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교육 정도가 낮은 대중을 상대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사물을 통하여 그림처럼 보여 주셨다.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을 인
상 깊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우리 성경에 비유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lv;m;)’인데 ‘같아진다’는 뜻
이다. 헬라어는 ‘파라볼레(parabolhv)’인데 ‘옆에 던진다’는 말로써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데, 잘 알고 있는 그와 비슷한 사물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 곁에 두어
그 둘을 비교하여 쉽게 알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헬라어는 이 말 말고도 요한이

잘 쓴 ‘파로이미아(paroimiva)’가 있는데 이것은 잠언이라고 이해되는 말이다. 그
러나 이것도 비유를 뜻하는 말로 쓰인 것을 보아서 잠언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비유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유라는 말을 대강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직유(simile); 직접으로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여 형용하는 비유법으로 ‘같이’,
‘처럼’이 비교사로 쓰이게 된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
으니” 또는 “진주와 같으니” 등의 비유가 직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
다.
2) 은유(metaphor); 이것은 사물을 설명하는 데에, 본뜻은 숨기고 겉으로는 다만
비유하는 형상만 보이는 것으로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용 되었다.”는 것이 은유
에 해당된다.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
지”라고 한 표현들은 일종의 은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이 이런 비유를
‘파로이미아’라고 했으니 이 말은 은유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3) 비유(parable); 위에서 비유라는 원어를 설명할 때 말한 내용이다. 그런데 직
유나 은유는 비교적 짧은 표현인데 비해 비유는 하나의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유로 구성된 이야기는 그 구성 재료 하나하나에 병행되는 뜻이 없고, 그 전체
이야기가 어떤 교훈하려는 목적과 그 진리를 한 점에 집중시켜 그 뜻을 분명히 하
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 19~31
절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등인데 이것은 구성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교훈하고
자하는 병행된 진리를 포함하지 않고, 다만 기회가 있을 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
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는 그림인 것이다. 이런 비유를 다
음에 말할 풍유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구성 재료마다 병행되는 해석을 가하면
성경 이해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4) 풍유(allegory); 이것은 일부러 본뜻을 숨기고 비유되는 말만으로써 본뜻을 미
루어 살펴보도록 넌지시 일러주는 이야기인데 은유와 성질이 비슷하지만 줄거리
가 뚜렷한 이야기로써 그 구성 재료 하나하나가 병행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유
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풍유는 마태복음 13장 24~30절의 가라지 비유이
다. 이 비유는 구성하는 재료마다 교훈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님을 뜻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밭은 세상, 원수는 마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 추수군은 천사, 추수 때는 세
상 끝, 이렇게 이야기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의 내용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씨 뿌리는 비유도 풍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비유 해석의 원칙
이러하므로 비유 해석에는 주의해야 할 원칙이 있다. 이제 그 해석의 원칙을 생각
해 보자. 비유 해석은 모형, 우화, 상징, 예언 등의 해석과 같이 특수 해석학(주경
학-註經學)에 속한다.
① 비유의 바탕과 비유의 정신(corpus and anima)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비유를 이루는 소재와 그 중심 사상(주제)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② 비유 해석에 어떤 정해진 원리를 일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비유에 나오는 재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비유에 나오는 새는 언제든
지 마귀를 상징한다는 원리를 정해놓고 어떤 비유에 나오는 새도 마귀라고 해석
하는 것, 누룩은 죄를 지칭하는 것이니 비유의 어떤 경우든지 누룩이 나오면 그것
은 죄라고만 해석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금물이다.
비유는 어떤 교훈을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때
그때의 형편과 환경을 따라 이야기가 구성된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고정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
③ 비유의 해석과 그 응용(적용)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해석은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교훈의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응
용은 그 드러난 진리를 현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얼핏 오해하면 이 적용
이 해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④ 비유의 종류를 따라 합당하게 해석해야 한다.
직유와 은유, 비유와 풍유를 혼돈하여 해석하면 안 된다.
⑤ 비유를 교리에 적용시키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혹시 적용시키려면 깊이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일반 개신교나 구교에서 천당과 지옥 교리에 그대로 적용
시키고 있는 듯한데 이것은 결정적인 오류이다.
6)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예수님은 빼어난 교사였다는 사실은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비유를 가장 즐겨 사
용하여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교훈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상 깊
게 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비유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정이 있었음도
알아야 하겠다. 이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 보자.
①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주로 야외에서, 그것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신 사
실은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교훈은 청중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도하신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 서
민 대중이 날마다 친숙하게 접하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재료나 천연계의 사물과
현상을 소재(素材)로 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인상 깊게
교육하신 것이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4장 33절에 말하기를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다. 비유는 청중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하신 방
법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
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2)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인간의 이해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하여 창조된 땅의 사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을 통

하여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셨다. 만일 하늘의 것을 직접 나타내면 도
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희미한 불빛도 눈에 부시는 시력 앞에 태양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는가? 비유는 태양의 빛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촛불과 전등불로 시력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다. 마태복음 26장 63, 64
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하늘의 사실을 직접 전한 장면이
었는데 이 일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사형선
고를 하였다. 인간의 경험 세계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세계를 직접 인간에게
나타내면 사람들은 너무 밝은 빛에 시력을 잃어 오히려 캄캄하여지는 것이다. 마
치 캄캄한 방에서 갑자기 수백 촉광의 전등을 눈앞에 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만 부시는 현상과 같다고 할까!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0~13절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것은 비유로 가르치신 두 번째의
이유와 함께 설명될 것이다.
②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못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훈을 깨닫고자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한
다. 특히 비유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못한 마
음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선입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교훈의 참 뜻을 교훈
자체에 의하여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사고방식과 욕망으로 인한 선입관으로 해석하
기 때문에 교훈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0~13절은 이사야 6장 8~10절을 인용한 것인데 백성들이 인간적
욕심에 집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힘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2장 37~43절에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
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비유를 들은 결과를 지적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으나 이해하
고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아니한 마음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헬라어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마
가복음 4장 12절의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
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의 헬라어 문
법에 좀 까다로운 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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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과 결과를

다 나타내는 말인데, 사실 결과의 입장에서 결과를 보면 그것이 목적 같이 보이기
도 한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목적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면 목적처럼 되고,
결과로 이해하고 번역하면 결과처럼 된다. 그러나 마가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표현임을 감사해야 한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
나 언젠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마음을 열 때, 눈에 보이는 천연계나 생활 주변
의 사물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교훈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
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14:26 참고)
③ 다양한 청중에게 다양하게 적용되게 하려고.
천국 복음, 하늘의 진리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
로 예수님은 모든 계층, 곧 지식층이나 무식층이나 상류층이나 서민층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재료를 취하여 말씀하
신 것이다.
예수님이 취하신 비유의 재료를 살펴보면 농사, 장사, 어업, 가정, 여자의 일, 남
자의 일, 목축, 사교계 등등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청중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는 예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
었다고 느끼거나 등한시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④ 대적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가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의 교훈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 이 대적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허점이 들어나면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생
애의 목적은 좌절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업은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좌절될 수 있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의 사업은 인류의 운명, 아니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교훈을 비유로 가르치시며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대적의
간계와 의도를 피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양심을 부드럽게 일깨우신 것이다.
⑤ 듣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게 하려고
이것은 ④번의 이유의 연장이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유대의 전통적이며 이기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하
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들의 이런 상태를 직
접 지적하면 대적들은 뉘우치기는커녕 당장에 분노를 터뜨리며 더욱 완고하게 대
적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판단하여 마침내 고치기를 희망하셨던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3~45절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대표적인 것으로 “대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
고 ”(45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다.
⑥ 비유의 주재료인 실물들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안식일 제정과 같은 효과를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창조하신 사실을 기념케 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키므로 이 사실을 생활의 중심
부에 두게 하셨다. 그와 같이 천연계의 사물들을 볼 때 그것들을 만들고 주장하시
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생활 환경에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실물교훈
의 목적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다.
⑦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이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엄숙하고 확실한 비유이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깨닫게 하려
고 범죄하고 타락한 일그러진 인간 옆에 던져진(오신) 원 인간이신 것이다.

비유는 사물 자체를 바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 옆에 쉬운, 이미 잘 아
는 사물을 놓아 그 사물을 깨닫게 하듯이 범죄로 하님을 잃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
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
옆에서 인간과 함께 사시므로 인간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요
14:8, 9) 오신 분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인격을 사
람이 알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세상 것을 취하여 하늘의 것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인
간을 통하여 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로 오셨다는 말이다.
이러므로 죄인들은 예수와 자신을 비교하여 인격의 원형을 깨닫고 지금은 변질되
어 있는 자신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4. 비유의 복음서별 분류
복음서에는 비유라고 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중에는 직유, 은유 등을 다 포
함하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파라볼레보다는 파로이미아를
썼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비유를 말할 때 요한복음의 것은 별도로 취급한다. 공
관복음에도 너무 자명한 것들을 제하고 대략 40개 정도를 비유로 분류한다. 비유
의 분류와 내용은 부록의 ‘주님의 비유’라 하여 첨부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복음서
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 한다.
1) 공관 복음에 함께 있는 것(5개)
① 새 옷, 새 술; 마 9:16; 막 2:21, 22; 눅 5:36 (12)
② 씨 뿌리는 자; 마 13:3~9; 막 4:2~20; 눅 5:37, 38 (9)
③ 겨자씨; 마 13:31, 32, 18~23; 막 4:30~32; 눅 13:18, 19 (6)
④ 악한 포도원 농부; 마 21:23~45; 막 12:1~12; 눅 9:9~19 (8)
⑤ 무화과나무 비유; 마 24:32, 33; 막 13:28, 29; 눅 21:29, 31 (부록에 첨부한
비유 표에는 없음)
2)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5개)
⑥ 반석 위, 모래 위 지은 집; 마 7:24~27; 눅 6:47~49 (17)
⑦ 더러운 귀신; 마 12:43~45; 눅 11:24~26 (15)

⑧ 누룩; 마 13:33; 눅 3:20, 21 (20)
⑨ 잃은 양; 마 18:12~14; 눅 15:3~7 (2)
⑩ 충실한 청지기; 마 24:45~51; 눅 12:42~48 (33)
3)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12개)
⑪ 가라지; 마 13:24~30 (7)
⑫ 감추인 보화; 마 13:44 (11)
⑬ 값진 진주; 마 13:45~46 (1)
⑭ 그물; 마 13:47~50 (40)
⑮ 새 것과 옛 것; 마 13:52 (32)
⑯ 용서 안하는 종; 마 18:23~52 (31)
⑰ 포도원 품군; 마 20:1~16 (37)
⑱ 두 아들; 마 21:28~32 (16)
⑲ 예복 안 입은 손님; 마 22:1~14 (21)
⑳ 열 처녀; 마 25:1~13 (34)
달란트; 마 25:14~30 (27)
양과 염소; 마 25:31~46 (39)
4)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2개)
말없이 자라는 씨; 막 4:26~29 (19)
깨어있는 종; 막 13:34~37 (35)
5)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17개)
두 빚진 자; 눅 7:41~43 (13)
선한 사마리아인; 눅 10:25~37 (30)
밤중에 온 벗; 눅 11:5~10 (22)
어리석은 부자; 눅 12:16~27 (18)
깨어있는 종들과 주의 깊은 주인; 눅 12:35~38 (35)
열매 없는 무화과; 눅 13:6~9 (5)
상좌 택함에 대해; 눅 14:7~11 (24)

큰 잔치; 눅 14:16~24 (10)
망대 세우고 전쟁하는 왕; 눅 14:28~33 (14)
잃은 은전; 눅 15:8~10 (3)
탕자; 눅 15:11~32 (4)
불의한 청지기; 눅 16:1~9 (28)
부자와 나사로; 눅 16:19~31 (29)
무익한 종; 눅 17:7~10 (38)
불의한 재판관; 눅 18:1~8 (23)
바리새인과 세리; 눅 18:9~14 (25)
므나 비유(귀인과 돈); 눅 19:11~27 (26)
( ) 안의 번호는 부록 비유표의 번호를 적은 것이다.
공관복음에 함께 있는 5개의 비유는 그 배열된 순서가 같은데, 반드시 절대로 그
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통일된 사상을 추리할 수 있을 것 같다. 1) 새 옷,
새 술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의 사업의 성질을 암시하며, 2) 씨 뿌리는 자는 사업
의 방법과 반응을, 3) 겨자씨는 사업의 발전, 4) 악한 농부는 사업을 방해하는 자
의 심판, 5)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사업의 완성과 종결을 보여주고 있다.
5. 마태복음의 비유집
마태복음에는 비유만 한데 모은 비유집이 몇 개 있다. 13장, 21장~22장, 25장이
그것이다. 이 비유집의 비유들은 독특한 형식의 허두(虛頭)를 가지고 있는데 “천
국은 마치 과 같으니”라는 말이다. 천국의 상태와 정경을 여러 측면에서 그림
그려 주는 비유이다.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와 그 종합적인 결론 비유가 하나 있다.
씨 뿌리는 자; 13:1~9, 18~23
가라지; 24~30, 36~43
겨자씨; 31, 32
누룩; 33
밭에 감추인 보화; 44
값진 진주; 45, 46

그물; 47~50
결론적 비유 곧 천국의 서기관; 51, 52
이 비유들은 해변에서 네 개, 곧 누룩 비유까지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세 개
와 결론 비유를 하셨음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7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13장은 해변과 일반 가정집에서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의 강의실이 천연계가 되었음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비유의 재료를 보면 농업이 3개(씨 뿌리는 것, 가라지, 겨자씨), 상업이 2개(보화,
진주), 어업이 1개(그물), 가정 1개(누룩). 예수님의 생활 주변 인간사가 다 반영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18절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
셨다. 우리는 듣는 귀를 가졌고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 본 것 같
이 듣고 볼 줄 알아야 한다(사 42:18~20).
13장의 비유는 천국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의 천국은 은혜
의 천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비유의 재료가 보여주는 대로 “주로 취급되어 있는
문제는 뿌려진 땅이 씨의 발아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있다.”(실문교
훈, 33).
씨는 밭에 의존한다. 이것은 복음은 듣는 자 곧 신자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 있다.
1)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뿌리는 자와 씨와 마음의 터를 논하여 천국의 시작과 그
반응을 설명한다.
2) 가라지 비유는 복음이 자랄 때 방해세력이 필히 있을 것을 지적하고 마침내 심
판이 있으리니 인내할 것을 가르친다.
3)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마침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할 것을 설명한다. 겨자
씨처럼 작게 시작하나 나무만큼 커질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양적인 면에 대한 것
이다.
4) 누룩 비유는 천국의 감화와 내적 변화를 설명한다. 천국은 본질적 변화를 이룬
다.

5)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천국의 가치와 그것을 얻은 기쁨과 만족을 설명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해 놓으신 보배로운 사실에 강조점을 두
고 있다. 사람이 평범한 일상 생애 중에서 그의 성실로 인하여 우연이라고 할 정
도로 천국을 얻게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놓은 것이다.
6) 값진 진주 비유는 보화 비유와 비슷한 성질의 비유인데 천국의 가치, 즉 인간
들의 궁극적 가치를 찾아 애쓰는 모습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렇게 힘써야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소원과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기쁨은 비길 곳 없는 최고의 기쁨인 것이다.
7) 그물 비유는 은혜의 천국의 종결은 심판으로 완성됨을 가리킨다.
8)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한
결론적 비유는 천국을 깨닫고 얻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설명한다.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바를 성취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의 네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
씨는 천국 말씀이다(마 13:19; 눅 8:11).
밭은 세상이다(마 13:38).
천국은 세상에서 시작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자체이시다. 그는 세상에 천국을 심으려 오신 것이다. 그런
데 이 천국 말씀을 받는 마음이 네 가지로 취급되었다.
1) 길가
이것은 보도(步道)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긴 밭이랑 사이에 사람이 다니기 위
하여 만든 길을 뜻한다.
팔레스타인의 씨 뿌리는 방식은 두어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자루나 바구니에 씨를 담고 손으로 뿌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루 한 귀에
구멍을 뚫고 자루에 씨를 가득 넣은 후 나귀에 싣고 이랑을 따라 나귀를 오르내리
게 하는 몹시 게으른 방법이다. 이 때 나귀나 사람이 밟는 이랑 사이의 길은 다져
져서 딱딱하게 되며 특히 나귀에 실은 씨앗은 이 길 위에 많이 떨어지는데 흙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이것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발에 밟혀 굳어진 밭이랑 길은 잡
다한 학문, 부도덕, 습관, 유전, 전통 등등으로 굳어져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는 마음을 표상하기에 알맞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는 새의 먹이가 된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새로 비유하셨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간다. 전혀 듣지 않았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에 이른다. 진리에 대
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돌밭
이것은 자갈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별로 깊지 않은 흙 밑에 석회암층이 있는
박토의 밭을 가리키는 말인데 팔레스타인에 흔한 밭이다.
흙 밑에 깔린 석회암석층은 햇볕을 빨리 흡수하여 지열(地熱)을 높인다. 그래서
떨어진 씨앗은 다른 밭보다 일찍 발아한다. 그러나 그 흙은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
을 공급하지 못하여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면 싹은 곧 시들어 버린다.
이것은 이기심이 선한 욕망을 삼키는 자들, 곧 선한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의
지가 약한 자들을 상징한다. 이들은 진리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진리를 버
리는 일을 쉽게 하며 깊이가 없고 천박한 성품을 대표하기에 족하다. 가룟 유다가
이런 무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환난”은 ‘뜰립시스(qlivyi")’인데 이것은 압박을 뜻하는 ‘뜰리보(qlivbw)’란 말에
서 왔으며 “핍박”은 추격하다를 뜻하는 ‘디오코(diwvkw)’에서 온 ‘디오그모스
(diwgmov")’이다. 이것은 내려누르면서 뒤 쫓는 형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
로 압력을 버티는 힘과 아울러 날쌔게 달리는 순발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
다.
3) 가시떨기 밭
이 밭은 땅은 좋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움돋는 씨앗을 질식시킨다. 그러므로 좋은
심성(心性)을 가졌으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물질에 마음을 두는 자들을 상징
하기에 알맞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전도(顚到)된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몸이 의복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자명(自
明)한 얘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복이 몸보다 중하고 음식이 목숨보다 중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책임이 전도된 생활이다. 힘의 책임은 약한 자를 돕는 것

이요(롬 15:1~3), 돈의 책임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요(요일 3:17), 듣는 자의
책임은 들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약 1:21~25). 이 사람들은 물질의 책임도
망각할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의 책임도 망각한 사람들이다. 이성이 욕망에 짓눌린
사람들인 것이다.
4) 옥토
이 밭은 위의 조건들이 제거된 밭이다. 이것은 운명 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세 개의 밭도 깊이 파고 두엄을 넣고 가꾸면 옥토가 된다. “묵은 밭
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 4:3). 이와 같이 밭을 가꾸면 누구
나 옥토를 소유하게 된다.
이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태도와 언제나 듣기를 원하는 심정을 활용하며 듣고 배
운 것을 언제나 심사숙고 하며 깨달은 바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
각된다(행 17:11 참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이다.
가라지 비유는 성경 자체에 자세히 해석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 해설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예수께서 해설하신 사실 안에 지옥 불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본다.
그 내용을 잠깐 짚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라지 비유는 세상 끝 날까지 교회 안에 사단이 뿌린 사람이나 교훈이 있을 것을
가르치신 비유이다. 모든 가라지는 세상 끝에 거두어져서 불에 넣어 사를 것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
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마
13:39~42). 이 말씀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
서 불에 던져 넣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은 영혼불멸설과 영원지옥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 풀무

불에 던져 넣는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는 결코 지옥에 갈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 만일 죽은 악인들의 영혼이 죽자마
자 지옥에 간다면 가인은 벌써 6 천년 이상을 지옥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
이다. 그런데 가인보다 더 악한 자가 오늘 죽었다면 그는 가인보다 6천년 이상 고
통을 덜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불공평할 것인가? 결
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풀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인이라도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다. 세상 끝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
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즉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 악인들에게 그런 결과가 있을 것
이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세상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영원한 불에 타
서 마침내 재가 될 것이다(유1:7; 벧후2:6).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성경이 가르치지 아니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태의 두 번째 비유집은 마태복음 21장, 22장에 있다.
여기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대 지
도자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침묵시킨 후에 하신 비유를 모은 것이다.
두 아들 비유; 마 21:28~32
악한 농부 비유; 마태 21:33~45
혼인 잔치에 예복 안 입은 손 비유; 마태 22:1~16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3년 반이나 봉사해 온 유대에 대한 최후의 선고를
보여주는 비유들이다. 모두 심판에 대한 것들이다. 21장 18~22절의 무화과나무
를 저주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의(義)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도 나타나 있다. 의는 심판(사법적)의 개념인 것이다.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참석하였다(마 22:10). 마
침내 왕이 손님들을 살피러 왔을 때, 악하고 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예
복을 입은 여부로 판단하였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개념보다는 사법

적 개념인 것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었으면 잔치 자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준비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것
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영생이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
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
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3~25).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도덕적 의가 아무리 탁월해도(예복보
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잔
치 자리에 참석할 수 없고 바깥 어두운데 있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아들의 비유는 말씀과 순종의 문제이다.
이 비유에서는 의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 비유는 부자(父子)관계의 비유로써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눅 3:38). 그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와 같은
상태로 사람은 존재했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
었다는 말이다. 이때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로 도덕적 의가 되었다. 부모는 살아 있는 자녀
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자녀는 응당 그 기대를 기쁘게 이룰 특권이 있다. 살
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아무 구김살 없이 지속되었으면 세상은 아직도 의롭
고 거룩하며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생명
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이 사망이 됨으로 하나님과 부자(父子)의 상태에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롬 5:12~21, 특히 19절; 눅 15:11~32). 죽은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존재가 되어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다.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
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된 사실을 지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
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7~9).
악한 농부의 비유는 책임과 충성의 문제로써 주종(主從)관계의 비유이다.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위탁한 유대인의 책임에 대한 비유이다. 주어진 책임은 막
연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능력, 할 재료, 할 시간, 할 방법은 이미 다 주어져
있다. 즉 산울, 즙 짜는 틀, 망대, 포도원 등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한
것이요. 악의 악이며 불의이다.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아들을 죽이면서 끝
까지 배도했다. 구원의 의는 그리스도께 부서지는데서 이루어진다(마 21:44). 유
대민족이 민족적으로 저지른 결과이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 1~7절의 포도원 노래와 상응하는 비유이다. 하나님이 하
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
랴(사 5:4)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었을 것이다. 믿음의 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만일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인의 자비를 구해야 한
다. 이 회개하는 일에도 실패하면 소망이 없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
었다.
오늘날 교회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판결을 받을 것이다. 특히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교회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옛날 유대인 같은 정신을 나타
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혼인 잔치 비유는 초청과 수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주객(主客)관계의 비유
이다.
주인은 초청하고 손님은 수락하는데 주인이 베푼 호의에 즐겨 호응하는 일이 약
속이다. 이 비유는 믿음의 의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것을 갖추었나이다(22:4).
선한 자나 악한 자나(22:9, 10).

예복 안 입은 손님 쫓아내다(22:11, 12).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았음을 지적한다. 그
리고 이 잔치, 구원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사거리를 왕래하는 모든 행인들인데
그들의 성품의 선악이 문제되지 않았다. 마지막 판결의 표준은 잔치 자리에 오기
전의 선악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판결의 표준인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이 예복은 믿음의 의의 옷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셔
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옷 입는 것이다. 이 옷을 입지 않
았다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다녀도 영생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 순종하고 충성하며 은혜를 수락하는 자의 확실한 구원과,
순종 않고 충성도 않고 은혜도 거절하면 멸망이 필연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
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른 자들이 될 것이다(잠 1:29~33).
마태의 셋째 비유집은 25장이다.
여기는 24장의 예언 후에 재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문제를 취급하신 내용이다.
이 비유는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비유이다.
열 처녀; 25:1~13
달란트; 25:14~30
양과 염소; 25:31~46
이 비유들은 다 같이 준비할 것에 대한 것인데, 처음은 성령의 내재에 대하여, 둘
째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충성, 셋째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봉사 생활을 가르친
다. 이러한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암시한다.
공관복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암시는 많다. 이
비유들은 주님의 재림을 특별히 기다리는 시기 곧 말세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 주권 시대에 그 역사(役事)에 성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계 2장, 3
장의 7교회 참고).
특히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그릇에 따
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에 들어 있는 기름은 그동
안 불을 밝히는데 다 소비되었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왔을 때는 등에 있는 기

름이 다 소비되어 등불이 꺼지려하고 있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
이에 신랑이 왔으며,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준비된 기름을 등에 붓고 꺼
져가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등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시 119:105). 재림이 임박할
때가 되면 성경이 밝은 등불을 비추기에 쉽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을 주님은
보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
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
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암 8:11~13)는 예언이 이루어질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를 위하여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
어야 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행 10:38)다고 말씀하셔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말임
을 확실히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
의 역사(役事)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
까이 이른 말세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을 것을 아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성령께
서 주장하여 기록한 것을 간과하고 인간의 산물처럼 해석하고 분석할 것을 아셨
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
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
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눅 10:21, 22).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
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말
세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학문과 지혜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에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뢰심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

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등(燈) 외의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 될 것을 예언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등인 성경 외의 그릇에 준비된 기름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어린
아이 같이 순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신 기별을 받아들여 기록한 예언의 신
의 선물이다. 예언의 신은 성령의 다른 칭호이다. 성령께서 학문이 없고 순진한
엘렌 하몬(Elen Gould Harmon)을 통하여, 인간의 학문과 전통으로 해석을 혼란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기에 심히 혼잡하게 된 신학계에 성령께
서 친히 해설하셔서 바로 그렇게 해석하도록 인도한 기별을 보내신 것이다. 지혜
로운 처녀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있다.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며 자는 시대에 이
그릇으로 하여 등에 불을 밝힐 수 있고 이렇게 밝은 등불 빛을 들고 더디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그릇에 든 기름을 무시하면 미련한 처
녀의 처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때를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사
랑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밝은 빛을 가져야 한
다.
이렇게 등과 기름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올바르게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더디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채
워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의 시대, 곧 재림 직
전에 사는 사람들, 등과 기름 그릇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엄숙한 시
대에 살고 있다. 주님이 준비해주신 기름을 담은 그릇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달
란트의 활용과 사랑을 베푸는 삶은 어떤지.
6.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집
마가복음의 비유는 모두 6개(7개)뿐이다. 4장에 3개가 있어서 비유장을 이루고
있다. 마가는 행동의 복음이기 때문에 비유가 별로 없다. 여기의 비유는 천국 비
유로 마태복음 13장의 성질과 비슷하나 26~29의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
음에만 있다. 이것은 천국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씨는 스스로 생명력이 있고 마침내 결실할 것이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주님이 하시는 교훈의 성격과 환경과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비유를 삽입하고 있는데 15장과 16장이 비유장이다.
15장에는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개 있다.
잃은 양; 15:1~7.
잃은 은전; 8~10.
잃은 아들; 11~32.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신 교훈이며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
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업의 자비로운 측면을 강조하므로
자기변명을 겸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양은 자기가 잃은바 된 것은 아나 어떻게 돌아가야 할 줄을 모르는 부류의 상징이
고
은전은 잃은바 된 사실까지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며
아들은 잃은바 된 모든 상태를 알며 돌아가는 길까지 아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하
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찾도록 찾으시며, 또한 기다리기를 돌아오
기까지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재회의 기쁨이 극적으로 묘사되
어 있다.
또한 이 비유에는 책임 비중이 잃어버린 사람 편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다. 잃
어버린 쪽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쓴다.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
이 스스로 돌아오지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만날 때까
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찾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양이나, 아들
이나 사실은 주인이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을 갔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표
현하려면 양떼를 떠나서 도망간 양이라 표현하고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간 아들이
라고 표현해야 옳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 중에 목자가 잃었다고 말하고,
아버지가 잃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이다. 사실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잃었다”(눅 15:32)고 말씀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책임
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16장은 기회에 대한 비유이다.
불의한 청지기; 16:1~9.
부자와 나사로; 16:19~31.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읽는 사람에게 퍽 난해한 이야기 같아 보인다. 불의한 청지
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일을 하는 청지기에 대하여
좋은 뜻으로 말씀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그 소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의 목적은 기회가 있을 동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며 미래 곧 영생을 위하여 현재의 기회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있다는 사
실을 깨달으면 난해한 느낌이 일소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같은 계통의 것이다. 이것도 현세에 주어진 기회를 영생
을 위하여 올바르게 준비하라는 것이지 천당의 성질과 지옥의 성질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며 더구나 그것이 실제로 현재에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
훈도 아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 사상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현세의 신분과 빈부가 영생을 얻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현세의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
의 결과임으로 내세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둘
째는 구원의 기회는 현세를 떠나서는 또다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 또 한 번의 구원이 기회가 있다는 교훈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마귀)에게
서 나온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지혜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도구
임을 가리킨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적을 볼지라도 하나
님을 충심으로 믿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조금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나 유대인들의 지도
자들은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보다는 나사로까지 아울러 죽이
려고 하였다(요 12:10).

여기서 40개의 비유를 다 다룰 수는 없다. 하나의 비유집을 이루고 있는 것들만
간단히 일별(一瞥)한 것이다.
7. 예수의 교훈의 중심 문제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다. 그 교훈은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가장 중심 되는 문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
느니라.”(마 4:17).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한 기별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침례요한과(마 3:2) 12 사도와(마 10:7), 70 제자들도 외친 기별이다(눅
10:9).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파한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1) 천국
(1) 천국의 뜻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곧 천국을 마음에 떠올리게 될 만큼 천국과 기독교
신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 온통 천국이라는 말로 도배라도
했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진다.
그러나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모두 38회 기록
되어 있다. 그중에 37회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고 한 번 딤후 4:18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천국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이 쓰인 것을 곧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천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바실레이아(basileiva)”요, 다른 하나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
라논”(hJ basileiva tw'n oujranw'n)이다. 전자는 단순히 나라 곧 왕국을 뜻하는 말
이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실레이아”이다. 영어로는 Kingdom이다. 헬라어
로 왕이 ‘바실류스(basileuv")’이다. 바실류스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실레이아’라
고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바실레이아’를 다섯 번 천국이라고 번역하였다
(마 4:23; 13:19; 9:35; 13:38; 24:14). ‘바실레이아’는 단독으로 많이 쓰였다.
‘나라’라고 번역된 말의 대부분이 이 말이다. 그런데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나라’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32회 쓰인 것 외에는 성
경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천국”은 “바실레이아”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쓴 성경은 마태복음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hJ basileiva tou' qeou)”
인데 우리말 번역은 문자대로 번역되었다. 이 말들은 사실 같은 뜻이다. 마태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32회,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4회 썼고, 마가
와 누가는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16회와 32회, 요한이 2회 썼으나 뒤의 세 복음
서에는 천국이란 말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 누가복음 18장 24절을 비교
하면 이 두 말이 같은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내용인데 마태는 “천국”,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으며 마태도 바로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보다는”이라고 말하여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뜻임을 밝혀
놓았다.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글자로는 썼으나 읽지를 않았다.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된 입술로 부를 수 없다는 사상이 그들을 지배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 3계명을 그렇게 지켰다. 그 글자가 나오면 그
들은 “주님”이라고 읽었다. 이러한 사상이 구약 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에도 적용되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하늘 곧
“솨마임”이라고 읽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복음서 이전의 문서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말이다. 마태는 복음서 기자 중 가장 유
대적인 사람으로, 또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늘나라 곧 천국이
라고 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 외경심(畏敬心)을 가
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태의 생각은 그들이 부르기를 아끼는 ‘하나
님’이라는 칭호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즐겨 쓰는 말인 ‘하늘’이라
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쓴 것은 영감의 지도를
받은 지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인가?

나라라고 하면 국토, 국민, 주권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국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세 가지 요소
는 모두 같은 조건이지만 주권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복음서에 말한 천국은 주
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오해한다. 이것은 영토
나 위치를 의미하는 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시행되는 하
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으니(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 계시된 천국의 모형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모형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다.
그것이 성소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
으라”고 하셨다.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지은 집이
다. 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왕이시다(렘 10:10). 그러므로 성소는 왕
궁이다. 왕궁의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
소의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
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
는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히
9:11)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모형으로 주신 궁전
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계시로 보여 주신 천국의 실상이
다.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길이가 30규빗이요 너비(폭)가 10규빗이며 높이도 10규
빗의 규모로 동쪽을 출입문으로 하여 동서로 누워있다. 1규빗은 보통 규빗으로는
45cm 정도요, 성전 규빗은 더 길다.
마당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 출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세수통이 있으며
성소 내부에는 중간 지점 남쪽으로 순금 등대가, 북쪽으로는 진설 떡 상이 있고,

중앙 정면에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 뒤로는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지고 그 뒤가 지
성소인데 이것은 10규빗 정 입방형이다. 그 곳 중앙에 언약궤와 궤위에 시은좌
(施恩座) 곧 속죄소(贖罪所)가 있다. 성소 약도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출애굽
기 주석에도 약도가 나와 있으며 성소에 대한 여러 책자들에도 그려져 있다. 약도
를 원하면 그런 책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뜰에 있는 기구인 번제단과 세수통은 특별히 이 세상에 구속을 위한 사업의 성질
을 보여 준다. 구속을 나타내는 봉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소 봉사 전체가 구속의
성질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속죄 받은 상태에서 성소 내부의 기구들을 살펴본다
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정치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등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 실족함이 없이 살도록 조처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빛이시다(요일 1:5; 요 1:4, 9; 계 21:23).
떡 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
로 주리거나 목마를 일이 없다. 식물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싸움은 있을 수가 없다.
만족 속에 기쁨만이 있는 것이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이다. 그들을
유여한 생활로 거룩함과 의를 누리며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향연인 것이다.
지성소의 언약궤와 시은좌(施恩座)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하
는 완전한 즐거움을 보여 준다. 앞에 말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완전한 그의 백성은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
을 누리는 것이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 22:3, 4).
왕의 얼굴을 뵙는 특권은 사랑과 은혜의 나라 아니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교제 관계에서 보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인 것이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성소는 이러한 천국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계시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성소의 제도와 봉사는 속죄와의 관계 속에 이해되어
야 한다. 성소는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통치 실상이기도 하지만 현재 죄의 세
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잘 설명하여 준다. 한마디로 죄를 속하고
죄의 인격을 의의 인격으로 바꾸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후 하나님의 영
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 주며 세수 통은 십자가를 통한 중생의 경
험을 말한다. 이렇게 중생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 곧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날
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의 빛 속에서(시 119:105; 요 16:13) 하나님의 공급하
시는 양식으로 거룩하며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여 실수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
스도라.”(요일 2:1)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의 은혜이다. 이렇게 하여 마
침내 성도로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 그렇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께서 절대적으로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하
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존재로 화하는 것이다.
언약궤의 제도는 특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기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 준다.
언약궤는 싯딤나무 곧 조각목(皂角木)으로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굵은 가시가 돋
는 가시나무이다. 나무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소를 만드는 널빤지
하나의 폭이 1.5규빗(출 26:15, 16) 그러니까 약 65cm 이상이니만치 그만한 널
판자를 켤 수 있는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였을 것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이 나무
를 켜서 서로 붙여서 그런 너비의 널빤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름드
리나무라고 생각하는 필자나, 붙여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나 모두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나의 개인 생각으로는 옛날 나무를 요즘 보는 나무의 크기라고 단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어떤 사찰들에 싸리나무 기둥들이 있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의 기둥은 둘래가 2m가 넘는 싸리나무라 하고, 전라남도 해남군

달마산에 있는 미황사 대웅보전 기둥이 싸리나무 기둥인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름드리 기둥이다. 지금 싸리나무는 그렇게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입품목이 아닐까 한다. 이 말의 요점은 옛날에는 싸리나무가 아름드리 기둥을
만들만큼 큰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처럼 조각목도 모세 당시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각설하고 그 나무는 억센 가시를 달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거친 가시나무를 다듬고 깎아서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것으로 궤를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을 넣고 그 궤의 뚜껑을 시은좌로 삼으신 것
이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인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깎고 다
듬은 다음 순결한 믿음과 사랑의 금을 입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성품을 두어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셔서 영원한 영광의 교제를 계속하실 것을 보
여준 예표적 기구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십계
명이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성소를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므로, 성소를 만들어서 가르쳐주신 구속의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뜻인 임마누엘이시다. 하
나님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말씀의 참된 실상이신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중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 여기 거한다 는 말씀은 “에 스케노센(ejskhvnwsen) ”인 데 “스 케노
(skhnovw)”의 과거 능동형이다. 이것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천막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인 것이다. 이 천막은
곧 성소의 천막을 뜻한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성취이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
(3) 나타난 천국의 실상

이 하늘 궁전의 모형인 지상 성소는 천국을 계시로 보여 주신 것인데 곧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의 온전한 성취에 대
한 예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천국의 실상이다.
성소 봉사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해 오신 하나님은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게 하심
으로 이 죄의 세상에서 천국을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인간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
이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
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 21)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흔히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대답이 주어진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해석이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다. 이 질문도 물
론 책잡을 조건을 얻고자 던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대답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속이라고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 사용한 “안”이라는 말은 “엔토스”(ejntov")인데 “내”(內)의 뜻보다는 “중”
즉 가운데라는 뜻이다. in이 아니고 midst 혹은 among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
은 너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장소 이 사람들 가운데 (ejntov") 천국이 있다는
말씀으로서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승
리를 통하여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 같이 떨어졌고(눅 10:18),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은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마 12:28; 눅 11:20).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집이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 세간을 빼앗긴다는 비유를 하셨
다(눅 11:21, 22; 마 12:25~29; 막 3:23~27). 집을 지키고 있던 강한 자는 마귀
를 가리키고, 그를 이기고 세간을 빼앗은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는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리하여 이미 사단은 그 주권을 빼앗겼으며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영접한 인격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게 되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2차 해석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
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나라라고 하였다(벧전 2:9; 계 1:6; 5:10).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신 사람으
로서 천국이었듯이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된 것이
다. 영원한 천국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천국이 된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은 장소
에 불과한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밭은 세상이다. 천국은 세상에 있으며 세상에서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루고 보여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4) 천국의 진행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천국은 발전한다. 성경 상 나타난 나라를 구
분해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흑암의 나라와 은혜의 왕국 및 영광의 왕국
이다.
흑암의 왕국은 죄로 타락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탈타
로스(tavrtaro")요 이곳의 왕은 사단이다(벧후 2:4; 요 14:30). 아담의 모든 후손
은 일단 이 나라의 백성이다. 이 나라의 성질은 죄요,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나라
에 사는 사람을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말한다(마 4:16). 은혜의 왕국은 예수께
서 이 죄의 왕국에 나타나심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아담 안
에서 죄인들이 된 모든 죄의 인격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대신에, 예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므로 무조건적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
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우신 나라이다(롬 5:8; 히
10:12~14).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왕국은 마음
에 이루어진다(요 1:12; 계 3:20). 이 왕국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히 4:16),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넉넉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엡 2:5~10; 딛 2:14). 그러나 이 나라는 지리
적인 영토가 없다. 그 영토는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인간의 마음이다(마 5:3). 이
러한 인간들은 죄의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영토로 옮겨 간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죄의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요 17:15; 마 6:13). 이 죄의 세상
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에 처하여 살지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은
혜의 왕국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은 세상이다(요 17:16). 그러므로
은혜의 왕은 끊임없는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히 4:16) 이 주시는 은혜

의 공급으로 항상 넉넉히 이긴다(롬 8:37; 요일 5:4). 그래도 간혹 그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고려하시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허락을 하셨
고(마 18:22),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요
13:10),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잠 24:16)라고 용서
와 세우심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중보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일이
다(히 7:25; 요일 2:1; 딤전 2:5). 이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곧 천
국의 씨앗을 뿌림으로 시작되었는데(마 13:24, 38) 이것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막 4:26~29). 그러나 그것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였으나 나무처럼 커졌고(마 13:31, 32) 누룩이 온 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마 13:3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 1:13, 14).
그러므로 이 천국은 온(到來) 천국이다. 천국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
어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다. 거기는 마음에 찾아
온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들어간다. 이것을 영광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
광의 천국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이다(마 19:28, 29; 25:31). 요한복음 3장 3~5
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
듭나는 것은 천국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 곧 위에서 나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을
그 속에 이룬 자가 들어갈 천국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
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그 심령에 은혜의 왕국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천국은 세상 끝에 심판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다(마
13:36~43).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은혜의 왕국에서 그 백성 되는 일에 실패한
모든 찌꺼기를 거두어 내어 불에 사를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이 사실은 성소제도와 그 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휘장 앞쪽 성
소의 첫째 칸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은 은혜의 천국의 성질을 보여준다. 하나님
은 모든 필요를 그 백성에게 공급하신다. 그 백성들은 이 은혜의 공급 품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일 년에 한번 둘째 칸에서

하는 봉사는 첫째 칸의 봉사의 성공 여부를 살피는 심판의 봉사를 보여준다. 이
심판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
이 은혜의 공급 품을 잘 사용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회개하였을 때, 이 심판의 봉
사를 통하여 그 모든 허물을 기억에서 도말하신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나 기억
의 뒤안길에 흔적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그 허물이 기억되는 괴로움을 겪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봉사를 통하여 그런 것까지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전혀 그
런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의 백성
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역사로 죄의 세상과 싸워야 한다
(벧전 4:11; 요일 5:4; 엡 6:11~17). 이런 일 때문에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은 많
은 환란을 겪게 되고(행 14:22)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마 5:10). 그러나 이
런 모든 과정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므로(히 4:16) 넉넉히 이기게 하신
다. 마침내는 이러한 싸움이 전혀 필요 없는, 천국의 그 원칙만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영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모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곳
이 영광의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은혜의 천국에서의 현재적
생활 원칙들은 예수 재림 시에 영원한 천국의 생활 원칙이 될 것이다. 결국 은혜
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는 사업의 성질과 그로인한 그
리스도의 기능과 관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 나라의 관계를 구약의 출애굽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찍 설명해 주셨는
데즉
애굽 - 흑암의 나라(골 1:13), 죄악 세상(계 11:8).
유월절 - 예수의 십자가(고전 5:7).
홍해 건넘 - 침례(고전 10:1~3)
광야생활 - 교회 곧 은혜의 왕국(행 7:38; 계1:20).
요단강 - 심판과 예수의 재림과 부활(마 3:15~17).
가나안 - 신천지 영광의 나라이다.
(5) 영광의 왕국의 위치

은혜의 왕국은 그 영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령이라고 이미
말하였으나 영광의 왕국은 이러한 개인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한 영토를 가져야 한다. 그 영토 안에는 천국의 영원한 원칙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루어지는데 방해될 요소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 이 영토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여 저 하늘에 있는 왕국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임은 이미 말하였다.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나라라는 뜻임은 이제 다 알았다. 이 통치는 은혜의 천
국에서는 신자의 심령과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영광의 천국에서는 그 국민과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영광의 천국의 영토는 이 지구이다. 이미 지옥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계시해 준 곳이 다니엘 2장이다. 다니엘 2장은
천국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거기 나오는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만
들어진 우상은 세상 국가들과 그 국가의 역사적 진행, 흥망을 보여 주는데 결국
금 같은 나라가 망하고 은 같은 나라가 서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놋 같은 나라에
망하고 또 그것은 철 나라에 삼켜질 것이다.
이 철나라는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이며 그럴 즈음에 돌 나라가 세워져서 이 모든
금, 은, 놋, 철, 흙으로 된 나라를 흔적도 없이 하고 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금은 바벨론을,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놋은 헬라를, 철은 로마를, 그리
고 나머지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게르만 족들이 세운 여러 나라를 가리키
고 있는 것을 서양역사를 배워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나라들은 이 지구위에
역사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망한 나라들이다. 나라들이 다를지라도 연속된 동일성
은 이 나라들이 사람에 의하여, 세상 권세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
나 그 끝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하늘의 권세에 의하여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 우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
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는 지구인 것이 확실하다. 우상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바로 이 지구에 있던 나라들이 아닌가. 물론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일천 년 동안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일이 있으나 그 후 최종적으로 세워질

나라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하신 이 지구인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천국의 성립과정 - 역사적임(단 2:31~35)
② 천국의 위치 - 지구 (단 2:35)
③ 천국의 주권 - 하나님 (단 2:44)
④ 천국의 성질 - 돌 (단 2:35, 45; 벧전 2:4)
⑤ 천국의 시한 - 영원함 (단 2:44)
2) 회개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그 전제로 회개하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천국
과 회개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그 가치관, 생활관, 도덕관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천국에 합당하려면 세상에 속하였던 것에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천국적
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변환을 요청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다.
(1) 회개의 뜻
회개를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메타노이아’(metavnoia)와 ‘에피스트레포’
(ejpistrevfw)이다. 이 말은 ‘스트레포(strevfw)’에서 왔는데, 이것은 돌리다, 돌아
서다, 바꾸다, 라는 뜻이다. 여기에 ‘···으로 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피(ejpi)’와 결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메타노이아’는 모두 ‘회개’라고 번역되었고 ‘에피스
트레포’는 ‘돌이키다’라고 번역되었다.
‘메타노이아’는 ‘나중’을 뜻하는 ‘메타’와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분석하여 풀이하면 “후의 생각, 나중의 생각”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
면 먼저 한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신통치 않아서 다시 생각을 고쳤다는 말이다. 또
한 그 환경에서는 옳았던 생각이 환경과 입장이 바뀌면 고쳐야할 수도 있는 것이
다. 우리말 성경의 회개(悔改)란 말은 참으로 잘 번역된 말이다. 이 말은 앞에 말
한 두 낱말을 한꺼번에 다 포함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죄의 환경과 사망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혀 달라진 환
경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전의 생각과 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새로

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위하여서는 몇 가지 요소가 수
반되어야 한다.
첫째, 자기 인격의 죄 됨을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이 없는 자는 생각을 고칠 필
요를 결코 느끼지 않는다.
둘째, 자기 인격의 죄 됨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그릇 됨을 인식하지만 그 그릇 됨에 대한 인격적 양심적 감각이 없으면 그
생각을 고칠 수 없다.
셋째, 자기 인격의 상태를 고치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못된 인격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넷째, 고쳐진 생각에 따라 생활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이 네 번째 상태를 ‘에피스트레포’라고 한다. 즉 돌아서서 바뀐 방향을 따라 새롭
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그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고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행 26:20).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고친다는 말은 인격이 변화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새 생명이 그를 주관함으로 바뀐 인격이 그 새
생명이 주장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
의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뜻한다. 전에는 사망의 생각이더니 이제
는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생각을 생활로 실천하게 된 것이다(롬
8:5~9).
중생을 설명한 장에서 이미 기본 사상을 말했다. 사람은 죄인이다. 즉 죄의 인격
자이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엡 2:12) 하나님에게는 그자신이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생명이시며 존재 자체시요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인이신
분의 눈에 죄인은 비존재요 비생명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죽었고 그래서 부패하
는 더러운 냄새를 온 사회에 고약하게 풍긴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내가 존재하
는 자체가 해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해독적인 상태가 생명과 유익한 상태로 바뀌어 전혀
새로운 자기가 탄생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회개 없이
중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생이 탄생이라고 하면 회개는 잉태이다. 예수 앞에서

새로 만난 환경에서 그의 과거의 인생관, 가치관, 생활관, 도덕관, 사고방식 일체
가 얼마나 죽은 자의 썩는 고약한 냄새였던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
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천국적 가치관, 인생관, 생활관, 도덕관, 천국적 사고방식
을 가진 사람으로 중생함으로 자신의 인격적 실체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회개이다. 예전의 자기는 이미 없어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러므로 회개는 죄의 인격에게 이르러 오는 무서운 결과 때문에 생각과 생활을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죄가 재미있기 때문에 형벌만 면
할 수 있다면 죄는 계속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죄를 생활하는 자이다. 전
갈은 그 속에서 맹독이 나오듯이 죄인은 죄가 그 속에서 용출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회개는 이 죄 자체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죄에 대하여는 조
금도 상관없는 영영한 사망의 이별을 하였고 의와 거룩함의 상태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롬 6:11).
이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밝히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차마 볼 수 없고(합 1:13) 죄로 죽
은 시체와 같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
시는 아버지이신 분이(사 9:6)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속절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
심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죽은 상태에서 썩는 모습인 모든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한 것은 죽어 있어서 부패하는
인간의 상태를 관대히 보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
어 다시는 썩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죽어서 썩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
이 죽어서 썩고 있다는 진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잘하고 잘못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 차원의 판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는 하나님의 안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사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

로서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살았다고 스
스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안목에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것이다. 걸어 다니
는 죽은 자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
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활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정도
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생태(生態)가 되어,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사는 방법이 없고, 그런 삶이 너무 재미가 있어 탐닉하는 자리에 이
르는 것이다. 그의 감정의 경향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다
고 생각해도 감정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지는 곤경을 느낀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
수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옳다는 이성의 판단과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심히 재미
있다는 감정의 느낌과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의지의 움직임이 혼연 일체
가 되어야 완전해지는 것이다. 마약 에 중독된 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성이 아
무리 호소할지라도 그 황홀한 감각에 사로잡힌 정서의 작용 때문에 고치려는 의
지는 무력해지는 것이다. 옳기 때문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황홀하도록 좋기 때
문에 예수 안에 있는 원칙대로 사는 생활, 이것이 회개한 자의 생활이며 새 생명
을 얻은 자의 생활인 것이다. 중생의 생명의 생태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2) 회개의 중요성
회개는 천국의 관문이다. 회개 없이 죄의 인격은 결코 처리되지 않는다. 죄의 존
재가 죽어 버리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눅
13:3).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교훈이 회개를 위한
것이었다. 벳새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
음으로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셨다(마 11:20 이하; 눅 10:13~15). 예수의 제자들
은 회개를 전하기 위하여 파송되었고(막 6:12),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하늘
에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눅 15:7, 15).

이제는 온 세상에 어디든지 명하여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분부를 받은 자
들이다(행 17:30; 눅 24:47).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출
발점인 것이다.
(3) 인간과 죄의 용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눅 5:32).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의 세상이라고 단정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다(요 8:23; 17:14~16;
18:36; 15:18~19; 롬 5:12). 그러므로 이 죄의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눅 5:32).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요 1:29) 당신이 죄를 지심으로 사람을 죄에서와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다(고후 5:21; 골 1:13, 14; 엡 1:7).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에 당신 자신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여(히 9:21~28)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
으며(요일 3:5; 2:12),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용서받은 것이다. 이 용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참람
된 자가 용서받는 길이 회개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예수 안에서 벌써 베풀어 놓았는데,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 용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회개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는 말이다. 구약성경에 회개라고 번역된 말 중
에 “슈브(bWv)”(시 7:12; 겔 18:30)와 “나함(!j'n:)”(욥 42:6)이 있다. 이 말은 주
로 “돌이키다”라고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다. 다시 표
현하면 하나님이 “슈브”하셨다, 또는 “나함”하셨다고 기록하였다는 말이다(시
80:14; 85:3; 출 32:12, 14 등).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말이다.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이나 RSV 등은 아주 하나님이
“repent회개”했다고 번역하였다. 참 어처구니없는 설명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구약성경의 엄연한 사실이다. 죄 된 인류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서 먼저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회개가 꼭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을 바꾸어서 바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인 선악에 관
계없이 “슈브”요 “메타노이아”인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1~24절의 탕자의 이
야기는 이러한 사상을 잘 설명해 준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 용서를 빌 때
비로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용서해 놓았
다. 다만 그 용서를 아들이 돌아옴으로 취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용서를 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여 줄 사람이 용서할 맘이 없다면 용서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한다고(롬 2:4) 하였다. 회
개와 용서의 주도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다.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
록 살아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간의 삼차원과 예수님이 이 세상과 그
거민 곧 죄인을 취급하시는 세 계단이 나타나 있다.
인간이 시간의 삼차원 곧 과거, 현재, 미래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부단한 영향을 주어 현재의 자신을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데 죄인
에게 더욱 그렇다. 죄는 과거에 저질렀으나 형벌은 미래에 있다. 그러므로 죄와
형벌사이의 현재는 불안하고 두려워 위축되고 자포자기하며 숨어서 쩔쩔매게 된
다. 이런 경우 죄를 회개하고 형벌이 면제되면 비로소 현재가 밝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미래
는 사망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현재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죽음
을 향한 긴 행진을 맥없이 진행할 뿐이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사형수를 “걸어
다니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걸어 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세상의 인생
들을 예수께서 책임을 지셨다. 그리하여 과거에 정죄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
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하셨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의 이루신 이 사실을 정직
하게 받아들임으로서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
어졌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미래는 밝은 것이다. 과거의 죄와 미래의 공포가 예수 안
에서 해결되어 버린 사람은 현재를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죄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계 1:18)고 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혹시 미래에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이미 전에 용서
받은 사실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찬 보장이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살고 있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죄가 결코 다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것이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있다.”는 말씀의 뜻이요 “믿음, 소
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즉 과거를 믿음으로 해결하
고 미래가 소망 중에 빛나는 자들은 현재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생활하
신 것과 같이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다(고전 13:13). 믿음, 소망, 사
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인간 생활의
3 차원인 시간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 차원을 표현한 말씀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가 찾아와서 자기의 죄의 용서
를 빌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즉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그
큰 기쁨이 내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 형제
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것이
다. 우리가 용서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은 주의 기도문과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잘 교훈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죄의 인간을 어
떻게 대접하시는 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다. 그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
서하시는 용서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핑계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회개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첫 걸음이요,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유효한 통행증이다. 아멘.
8. 산상보훈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을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한데 묶었다는 것을 서론부에
서 말하였다. 그 중에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천국사상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 교
훈집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이며 누가복음에는 6장 20~49에 요
약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다(눅 6:17).
산상보훈의 그 너무도 숭고한 내용에 부딪쳐 사람들은 오히려 찬탄만 한다. 그래
서 사람들은 이 교훈은 미래의 윤리라고도 하고 불가능의 윤리라고도 한다. 그러
나 가장 확실한 실제 생활을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다.
이 설교는 세상의 생활윤리가 아니고 천국의 생활윤리이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임명하시고 안수하신 다음 이제 천국을 전파할 주역들에게 그들의 전파해야 할
천국의 참 상태를 이 교훈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2
차 갈릴리 전도여행에 훈련을 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 하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생활윤리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가 아니다.
이 교훈은 갈릴리 바닷가 어느 이름 없는 산에서 행하여졌는데 그 산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으나 핫틴산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왔다. 앉은 것은 설교의 자세다.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다. 그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입을 열었다는 표현은 말
씀하시기 위하여 입을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 “아노이고”
(ajnoivgw)는 하나님이 하라고 위탁하신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산상보훈의 중요성을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 천국시민의 자격에 대하여, 6장에 천국시민의 생활
에 대하여, 7장에 천국시민의 생활의 결과를 설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 견해
는 학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산상보훈을 다 해설할 수 없다. 그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한
다.
1) 산상보훈의 개요
(1) 팔복; 마 5:3~12

(2) 천국시민의 세상에서의 기능; 마 5:13~16
(3) 예수의 교훈과 율법과 선지자와의 관계; 마 5:17~19
(4) 더욱 완전한 의와 도덕; 마 5:20~48
(5) 참 종교의 생활; 마 6:1~18
(6) 참 종교의 목표; 마 6:19~34
(7) 황금률; 마 7:1~12
(8) 천국시민의 열매; 마 7:12~23
(9) 천국시민의 터; 마 7:24~29
이 분류도 보는 눈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나 산상보훈을 천국시민의 자격과 생
활과 그 결과라는 구분으로 볼 때 위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8 복
8복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세상적 가치관에 미루어 볼 때는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이다. 이 8복 선포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전진의 선
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지극히 복이 있는자”라는 뜻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 천국이 저희 것임
애통하는 자 - 위로를 받음
온유한 자 - 땅을 차지함
의에 주리는 자 - 배부를 것임
긍휼히 여기는 자 - 긍휼히 여김을 받음
마음이 청결한 자 - 하나님을 봄
화평케 하는 자 - 하나님의 아들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 천국이 저희 것임
처음의 천국은 은혜의 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천국은 영광의 천국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심령에 은혜의 천국을 모실 수 있다. 여우의 굴도 있고 새
가 깃들일 곳이 있어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마
음에 천국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 심령이라 한 말은 “프뉴마”(pneu'ma)
인데 영이란 말이다. 영에 속한 상태를 사모하여 심한 결핍을 느끼는 자에게 그
영의 상태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러한 자는 심한 애통으로 회개할 것이며

회개를 경험한 자는 그 심령에 예수의 온유, 세상을 이기는 온유가 성품이 될 것
이다. 이 온유한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배부르기를 원할 것이며 모든
죄인에게 긍휼을 나타낼 것이다.
이 긍휼은 “아가페”(ajgavph)와 같은 것이다. 즉 남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가 최선의 상태에 있기를 빌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봉사하는 정신이다. 이
런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다(약 2:13). 이러하니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이끌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보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바로 평화케 하는 자 “실로”이셨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으로 사는 자를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고 핍박한다. 그러
나 그가 핍박을 받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 속
한 자임을 증거하는 일요 그는 마침내 이러한 원칙을 행사하는 자들만이 모이는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8복의 내용이다. 이것은 산상보훈
의 총론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라”(마 5:10)는 말씀에는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핍박을 받은 자”로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였다. 이미 핍박을 받아서 끝난 상태를 뜻하는 형태이다. 개역성
경의 번역이 옳다. 영어 번역들은 현재완료형으로 번역하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
는 현재형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허락한 천국은 현재의 천국인 은혜의 천국이
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끝날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수께서 재림하신 후이다. 그들에게 허락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이해로 볼 때 8복은 종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내용
으로 교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더 나은 의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그
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마 5:20)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 복음서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두 번밖에 없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
으나 표현이 조금 다르다(막 10:15; 눅 18:17). 마태복음에 있는 다른 말씀은 이

렇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
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
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다.
돌이킨다는 말은 “스트레포”이다. 회개를 설명할 때 말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
는 것은 회개로 된다. 이것은 곧 거듭나는 경험을 말한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설명하셨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이다.
그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을 높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
지게 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회개하고 중생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왕하5:14). 나아만이 요단강 물
에 일곱 번 씻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
이와 같이 되는 길은 오직 거듭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결코 없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의이다. 이 예
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내용이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율법은 무의미해진다.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참된 내용이
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시 19:7). 좀 더
설명하면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지어놓았을 때, 그 집은 완전한 집
이다. 그러나 거기 사람이 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완전한 집이 되지 못한다. 즉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다. 여기 “완전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렇게 충만하게 한다
는 뜻이다. 이 말은 “플레로사이”(



)인데 ‘충만케 한다.’는 뜻이 있다.

예수로 인해 율법은 충만하여지고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채워진 의가
비로소 성립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
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새 생명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생명을 얻어서 예수
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롬

8:1~3).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며 이런 자가 천국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이
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자인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48절까지는 율법의 충만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는
데 그것은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 그리
스도를 모신 천국시민은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곧 자신의 생
활정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6계명, 7계명, 9계명을 설명하시고 율법의 정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
셨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자유스러우며 그의 생활영역은 그
의 의의 인격이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자이다(마 5:48). 그러
므로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된다. 편
견 없이 올바른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는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 없이 해
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맞고
맞지 않는 것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
르려면 아직도 먼 것 같다.
4) 마태 6, 7장의 내용
마태복음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태도를 잘 설명하여 준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
정받으려는 의식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는 자이다. 다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한 초점에 눈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
다(빌 3:12~14).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적 세상적 칭찬과 명예는 아랑곳없는 것이다. 6장의 중심
절수를 22절로 보면 이 한 사상에 6장 전체가 매여 있음을 보게 된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 “성하다”는 말은 “하플루스
(aJplou'")”인데 이것은 “단순하면” 혹은 “하나이면(be single)”이라는 뜻이다.
어찌 눈이 하나인가? 이것은 초점에 대한 말씀이다. 눈은 두개이지만 그 두 눈이
보는 대상은 하나이다. 만일 그것이 둘로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24절
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찌 두 눈으로

두 초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자들은 어두운 눈의 소유자이다. 24~34까지 염
려하지 말라는 말이 6회 나오는데,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merimnavw)이다.
이 말은 분열이라는 “메리스”(meriv")에서 온 말이다(이상근 신약 주석 마 6:25).
그러니까 한 눈은 예수를 보려하고, 한 눈은 세상을 보려하여 분열시키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 초점이 분열되면 염려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
수를 바라보는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제해버려야 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마 6:33)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7장은 이러한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을 보
여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며 항상 남을 대접해 줄줄 아는 인격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집이 무너질 수 없는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들인 것이다.
9. 그 밖의 교훈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하나 하나를 다 살펴 연구하려면 수권의 책을 써야 할 것이
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문제만 더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은 기도로 생활하셨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습관이었다(눅
22:39, 40). 그는 사도를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눅 6:12).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였다(히 5:7). 기도 없는 예수님의 삶은 있을 수 없었다.
(1) 기도에 대한 교훈
변화산에서 내려 오셨을 때 산 아래 있던 9제자는 큰 곤경에 처하여 있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어 주기를 간청했을 때 제자들
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
를 탄식하셨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이런 유
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 17:21 난하 주). 이 말씀

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이 금식과 기도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말
씀이다.
①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과부의 꾸준한 청구에 그 불
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성취시켜 주었는데 자비의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안 들어 주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밤낮 간구하는 자들이 택한 자이다.
②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1장 5~13절의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하여 그 이웃에게 간청하는 비
유를 주셨다. 벗됨을 인하여는 아니 줄지라도 그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자는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렘 29:13).
③ 예수님은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8장 9~14절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자신의 죄 된 상태를 솔
직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하심을 얻고 갔다고 말씀하셨
다. 기도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오!
주님,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④ 기도에 대한 다른 교훈
예수님은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만족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간절한 소원을 명료하게 아
뢸 것이다(마 6:6~8).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두, 세 사람
이 합심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초대
교회는 이 일에 성공한 교회임을 우리는 본다(마 18:19, 20; 행 1:14).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이 교훈은 야고
보 1장 5, 6절에서 더 강하게 설명되어 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
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요 14:13). 오늘날
어떤 사람은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는데 그리 못할 것은 없을는지 모르나 성경의

교훈대로 되지는 아니하였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엡
6:18)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
구하여도 괜찮음을 보여 주셨으며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가 있다(행 7:59).
기도는 쉬지 말고 할 것이며(살전 5:17), 기도가 막히지 않는 생활을 살면서 기도
할 것이고(벨전 3:7),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이다(엡 6:18).
⑤ 예수님의 기도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이다. 최후의 만
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중에 유월절 기간 동안 항상 열어 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중심 내용은 그가 남겨 두고 가는 제자들과 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무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남을 위하여 사
셨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겟세마네의 피땀 흐르는 기도이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눅 22:42~44).
요한복음 11장 41, 42절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가 있다. 항상 인간
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믿게 하려는 열망이 보이는 기도이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 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기도는 얼마나 우
리 심령에 감동을 주는 장면인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원수들의 용서를 비셨
으니!
이 외에도 몇 경우가 있는 듯하나 그만 적기로 한다. 예수님은 생활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생활하셨다. 이것은 그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마땅히 본받아 실행해야
할 일이다.
⑥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을 때(눅 11:1) 오늘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간결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마
태는 산상보훈 중에 기록하였고 누가는 11장 2~4절에 기록하였다. 이 주기도문
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잠깐 연구해 보자.

마태복음 6장 9~13절의 기도문은 전체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기도의 대상을 부름
㉡ 6조의 본론부
㉢ 송영
이 중에 6조의 본론 부는 또 각각 하나님께 대한 3조와 사람에 대한 3조로 나누
어져 있다.
가) 대상을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사
57:15). 이것은 거룩성과 초월성을 보여주며 높은 권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신앙은 신관(神觀)에 의하여 좌우된다. 하나님
은 하늘에 계시는 엄위하신 신이시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전능으로 그 모
든 자녀의 소원을 능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지극히 가까이 접근시키셨
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것은 철이 들어 어른이 된 아들이 아버
지를 찾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귀염둥이 어린 아들이 마음 놓고 무릎에 올라앉
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버지를 소개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아
바 아버지”(막 14:36)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바울도 그의 편지서에서 사용한 말
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
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그런데 이 말 “아바”는 아람어로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빠”라는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부름이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여서, 하나
님의 사랑보다 엄위하신 두려움만이 돋보여 사랑의 아빠로는 접근하지 못한 것처
럼 보인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인정스런 부름인가?
나) 본론부
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사랑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하나
님을 거룩히 여길 능력을 구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벧전 1:15, 16).
②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곧 아버지의 통치가 내 개인에게와 온 세상에 이루
어지기를 비는 말인데 아울러 그 자녀인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최대
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비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전도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③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위의 구절과 병행 구절이다. 히브리 시는 병행 구절을 가지는 것이 특성인
데 이 내용은 바로 히브리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사실이다. 즉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
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의 반복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설명되었
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기도문의 이 문장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살피고 지나가려고 한다.
이 말씀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뜻이 하늘에
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우리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잘 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된 것
이다. 과거에 하늘에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히 하나 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하늘에서 하
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해결됨으로 뜻이 하
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
와 함께 내어쫓기니라”(계 12:7~9).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로 전쟁
이 일어났고 사단은 하늘에 있을 곳을 잃고 쫓겨남으로 비로소 하늘에 뜻이 온전
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
자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내가 또 들
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계 12:9, 10). 사단이 내어 쫓긴 다음에 “우
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고 큰
음성으로 외쳤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온 사단이 이제는 땅에서도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사단이 영원한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때이다.
사단은 이제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다. 그러나 땅인 이 지구에서도 더 있을 곳
이 없다. 그러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는 영원히 없어
지게 된다(히 2:14). 그렇게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되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의 첫째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실레이아’이다. 마태복음에서 다섯 번 ‘천국’이
라고 번역한 바로 그 말이다. 사단이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고 예수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국
은 환경보다 사람의 상태이다. 사람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도 곧 망가지게 된다. 예수께서는 환경 천국을 만들기 전에 인격 천국을 만드시려
고 세상에 사람 천국이 되어 오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람 천국

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
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라”(마 12:28).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서 사단과 그의 영향력을 온전히 쫓아
내고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들 을 주관하실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다. ‘뜻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④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부터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사람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 뿐이다(히 3:13).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마 6:34; 약 4:13, 14).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교훈과 열왕
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경험은 하루를 위한 흡족한 은혜의 교훈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지 않은 굶주림을 내다보고 걱정했다. 이 기도는
그런 생활 태도를 경계한다. 오늘은 오늘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
고”
여기에 죄란 헬라어 “오페이레마(ojfeivlhma)”는 “빚”이란 뜻이다. 우리가 우리
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가 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용서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말하였다. 우리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알 때에 누구를 정죄하겠는가?(딤전
1:15; 시 103:10, 11).
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결코 하
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서 이르러 온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순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약 1:15~17). 하나님
은 우리에게 시험이 이를 때에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고전 10:13).
다)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종결문은 위의 모든 기도 말에 날인(捺印)한 것이다. 모든 요구를 넉넉히 이루
실 모든 요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 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요 참으로 기도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
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여야 하겠는가?
2) 예수님과 전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눅 5:32). 이것은 예수님이
전도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 여기 “전파하셨다”란
말과 위에 “전도”란 말은 같은 계통의 말이다. ‘전도’는 “케루그마(khvrugma)”로
서 명사요 ‘전파하다’는 “케루소(khruvssw)”로서 동사이다. 이것은 큰 소리로 최
신 뉴스를 전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보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기록이며 누가복음 10장
은 따로 70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신 기록이다.
(1) 예수님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다. 유대인은
길에서 만나 서로 문안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나 걸렸다고 한다. 시급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허식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음을 지적하신 말씀이
다.
(2) 전도의 범위가 온 천하 만민임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고 명하셨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며 그 결과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다(행 1:8). 우리 각자가 이웃에게 이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3) 이 복음 전파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속히 지나가고 영원한 왕국을 맞이
하려면 부지런히 전도하여야 한다.
(4) 이러한 전도의 사업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이 세상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천국의 실현을 전하는 자들을 가
만히 두지 않는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요 15:18, 19). 마태복음 10장 16~22절에는 자세히
핍박의 사정을 설명하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
라고(딤후 4:5) 권면했다. 전도에는 핍박이 따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
이 피할 길을 항상 준비하신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
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
자가 오리라”(마 10:23). 이 말씀을 온 세상, 곧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복음이 다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닌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도에 따르는 핍박을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내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재림할 때까지 피할 곳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니까 재림 때까지 피할 길이 있다는 말
씀인 것이 분명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전파하
는 사람들의 안전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다.
(5)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고 가르치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다음 제자들이 음식을 권했을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4:31~34). 이 말씀은 전도하는 것이 먹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산 사람이 먹는
것이 본능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0:9~16의 베드로의 환상도 같은 내용이다.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을 때
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
다고 바울은 말했다(고전 9:16, 17).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
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
도인인 것이다(딤후 4:1~5).

3) 예수님과 사회문제
예수님은 이 세상 제도 아래서 한 사람의 법적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생활하셨
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의 원칙을 실천하시며
사셨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예수님의 것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계속 일어났다.
예수님은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셨으며
어떤 생활 태도를 나타내셨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1) 사회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극단으로 말한
다. 하나는 예수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전혀 불간섭주의였다는 견해이고, 하나는
예수는 사회 혁명가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를 결코 올바르
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의 인격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
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사회 혁명이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개인의 영혼이 예수의 복음에 정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셨기 때문이다. 나타난 표현
만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복음적인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정복 전쟁이다. 이것은 복수(復讐) 전쟁이 아니다. 정복하
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구약의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를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고, 그를 끝까지 거절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러므로 이 전쟁에는 두 가지 정복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정복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게 정복됨으로 사망이 되는 것이다. 생명에게 정복
되기를 끝까지 거절하면, 그는 사망에게 정복된다. 이럴 때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망에게 정복되어 죽은 자들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멸이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히 상실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정복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 무력을 쓰지 않고 다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군인들은
그 뒤를 따라 항오를 지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외에는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매
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 똑 같은 모습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기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을 받
아들여야 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일 기회는 아주 많
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한 고백은 여리고 주민들의 상태를 잘 드러
내고 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
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
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
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
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
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수 2:8~12).
기생 라합의 이 고백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
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은
모두 하나님께 정복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라합 외에
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계시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수
6:1). 여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

지 않았다. 그들의 운명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버리
고 사망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매일 성을 돌게 한 것은 그들이
그 소리에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영접할 기회를 7일 동안 주신 것이다. 그러나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
가 완전히 거절되자 성은 무너졌고 사망이 된 거민들은 엄숙한 장례를 당하게 된
것이다. 모두 진멸당한 것이다. 그들은 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기 때문이다. 여리고성 사람들만이 아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모두 이와 같은 복음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정복의 길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복음에 정복되어 하
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에 정복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존재
를 완전히 상실하든지 이다. 이 두 정복이 끝날 때 예수께서는 재림하신다. 생명
에게 정복된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로 옮기시고 사망에게 정복된 사람들은 장례식
을 해 주신다.
이렇게 복음에 정복된 영혼, 즉 구원받은 개인은 구원받은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회는 아직 미래에 있으며, 그들이 이 세상에 생활하는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실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것은 곧 선한
생활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산상보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사회문제를 취급하셨다. 세상의 빛
과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이나 정권교체 혹은 정
치적 제도를 개혁하여 세상을 구원하거나 복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시지는 않았
으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하여 개인이 개혁 변화되고 그런 개인이 세상에 가
득 차게 됨으로 세상이 변하기를 계획하신 것이다.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
화된 세상을 기대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현 세상에서는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재림하셔서 그런 세계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복음
전도 운동으로 그 나라 백성들을 모집하신다. 이것은 곧 천국화 운동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사회문제와 가진 접촉점은 이러한 성질에 두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직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회 개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하여 얼마
든지 볼 수 있다. 기독교의 정신이 올바로 침투되면 그곳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2) 예수님과 가정문제
사회의 최소 분자는 가정이다. 예수님은 태초에 일남일녀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사회의 기초를 놓으셨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도 가정
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정에 가족으로 생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가
정을 높이셨다. 예수님은 어린이로 탄생하셔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배우고 성장
하였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
니라”(마 19:13~15)고 말씀하시므로 어린이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셨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의 지위 향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예수님은 그의 최초의 이적을 혼인 잔치 집에서 행하시므로 새로운 가정을 축복
하셨다. 예수님은 부부가 일체임을 강조하시고 이혼을 금하셨다(마 19:3~9). 가
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혼은 하나님의 이 뜻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말2:16).
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를 그의 생활의 본을 통하여 교훈하셨다. 그는 순종하
며 받들었다(눅 2:51).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외롭게 고통에 지친 모친을 제
자에게 부탁하는 효도를 실천하셨다. 가정은 사랑의 샘의 근원이요 행동의 온상
인 것이다. 예수님은 가정의 이러한 기능을 시인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
바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그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임
을 강조하셨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 예수님은 이 지상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축소
판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단연코 예수 그리
스도를 택하여 할 것도 아울러 가르치셨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 10:37).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가정을 파괴하
는데 인용한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진의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
은 모든 가족이 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아울
러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가족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우
선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혼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실 때 에덴동산의 가정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도이다. 범죄하기 전 에덴동
산에 있었던 제도 중에 두 가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가정과 안식일이다. 그
런데 이 두 제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가정은
이욕으로 파괴되고 안식일은 일요일로 대체되었다.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두 제도를 제 위치에 올려놓을 책임이 있다. 이 시대
에 개혁을 이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선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3) 예수님과 빈부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을 갖는 것은 가난하여 지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그
래서 가난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처럼 생각해 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재물
이 가난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는(약 2:5) 것을 재물의 빈
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마치 그 가난 때문이며 부자는 그 부 때문에 음부에 간 것처럼 생각
한다(눅 16:19~31). 때맞추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마 19:23, 24) 있으니 부는 곧 죄요 가난은 곧 의라는
생각을 할만도 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지 않다.
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예수의 숨은 제자 중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마 27:57 이하). 니고데모도 역
시 부자였다(요 19:39).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긴 여자들(눅 8:3)
도 있었다. 예수님은 재물을 죄로 규정하거나 그 자체를 악으로 취급하시지 않았
다. 그러나 그 재물이 세상적 쾌락에 사람을 얽어 맬 가능성이 큰 것을 경계하셨
다. 이 재물이 주는 세상의 편의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셨다. 누가복음

12장 15~21절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세상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경계를 주신 교훈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란 말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석하여 인간의
생활을 그릇 인도해 왔다. 탐심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들의 재물로 초대 교회를 섬겼다. 구브로 사람
바나바도 역시 그랬다. 재물은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놀라운 축
복이 되는 것이다.
박사들의 그 귀한 예물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하셨을 때 얼마나 요긴한 것
이었던가! 그러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범죄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일이 아니다.
② 가난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마 11:5). 그러나 이 가난한 것은 빈곤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했다고 하면 그 게으름은 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말할 때 그것은 세상적인 데 가
난한 것을 뜻한다. 재물의 가난보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것”(약 2:5)을 뜻한다.
그러나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을 굳이 금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재산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
게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마 4:4). 사람
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눅 12:15). 재물과 영생은 무관한 것
이다.
(4) 예수님과 정치문제
예수님은 반역자 즉 로마를 반역하여 유대의 독립을 꾀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명으로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뒤집어씌운 죄명이었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초연하셨다. 산상보훈 중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마 5:41)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교훈을
했을 때 사람들은 꾀나 긴장했다가 소연했으리라. 로마는 그 식민지국민들에게,
로마인의 요구에 따라 5리 까지는 동행해야 할 의무를 명령하였다. 로마인이 무
거운 짐을 운반할 경우에 식민지 인민에게 5리를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교훈 중에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나 예
수님은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셨다. 협조하라는 의미인가? 예수님은 죄가 아닌 일
에 대하여 사회적인 일과 충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봉사
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복하는 길임을 보여주셨다. 원수를 가장 훌륭하게 갚는 길
은 그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정치 운동에 전혀 가담하지 않
으셨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요 18:36). 또한
이 세상의 정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셨다(요 19:10, 11). 그러나 그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다. 예수의 정치적 관심은 오직 천국, 그것뿐이었
다.
이 세상에 처하여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기까지 살아야 할 그의 제자들에게 가이
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허락하셨다(마 22:17~21). 당신이 친히 성전
세를 내셨다(마 17:24~27). 예수님은 동전에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
셨다. 현세에 있어서 정치적 권력은 세상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였다. 예수님은 세상 정치의 변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중 충성을 요구 받고 있다. 좋은 시민이 아니면 하늘 국민의 의무를 못하는 것이
다. 그러나 그 세상 시민적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순교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신앙은 인간의 생활의 한 분야가 아니다. 신앙이 그 생활 전부이다. 많은 사람들
이 신앙을 인간의 생활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 생각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신앙인이고, 비종교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그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 그리스
도인은 비종교적인 일은 할 수 있을지라도 비 신앙적인 일은 할 수가 없다. 그의
생명 자체가 신앙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믿
음 그것이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10.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예수의 교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
게 가르쳤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서론에서 예수님의 칭호를 살피는 중에 인
자(人子)와 신자(神子)에 대하여 살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
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개의 “나는
이다.”라는 선언이 있다.
1) 공관복음에 나타난 것
(1) 예수님은 자신을 설교자, 혹은 전도자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예수님은 역대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시다. 이것은 이미 선생 예수의 장에서 연구하였다. “이르
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시거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여기 “전도하리니”라고 쓰인 말은 “케루소”(khruvssw)인데
“설교한다”는 말과 꼭 같은 말이다. 사실 설교와 전도는 같은 일이다. 오늘날 설
교자들도 항상 전도적인 요소를 염두에 둬야 한다.
(2)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
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3:57; 막 6:4; 눅 4:24). 이것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
서 배척받았을 때 하셨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눅 13:3). 예수님은 하나님
의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 주셨다(마 13:35).
(3) 예수님은 자신을 교사라고 하셨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
기신 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요 13:13)고
말씀하셨고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방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선생
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라”(마
26:18; 막 14:14; 눅 22:11)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라고만 해도 듣는 자가 누구
인지 당장 알 수 있도록 유명한 선생이었다.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인 것은 이미
연구하였다.
(4)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도 하셨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 9:9~13; 막 2:14~17; 눅 5:27~32). 실지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가!
(5)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나타내셨다.

인 자 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 고 말씀하셨고( 마
20:20~28; 막 10:35~45),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
의 일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많은 자들을 섬기신 것을 우리는 본다.
(6)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자로 나타내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
았으며(요 5:27),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다(요 5:22).
(7)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구주로 나타내셨다.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다(눅 19:10) 참으로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그는 그 이름
부터가 구주라는 뜻이 아닌가?
(8)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하
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
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요 10:35, 36).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
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 없으신 진실 때문에 정죄되셨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직능과 성질에 대한 소개의 말
씀들이다. 이러한 말씀은 그의 그 성실하고 온유하며 정직한 생활을 통하여 감명
깊은 교훈이 되어 인간의 심정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다”(



)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성질을 더욱 밝히 드러내셨다. 그

것은 다음과 같다.
2)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
(1)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5,000명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하셨다.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교훈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마 4:4).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한다
고 가르치셨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
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유월절 양을 잡는 것과 그 고기를 먹는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다.
(2)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다(요 1:4). 이 빛은 사람의 생명이다(요 1:4). 태초에 하나
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만물 위에 비치게 하심으로 지구에 생명이 주어
진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죄의 세상에 비치어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
오늘날 만물은 빛을 힘입어 살고 활동한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
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
다”(고후 4:6).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롬 3:23)
이제는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교훈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뒤에 행하신 교훈이며 그가 빛 되는 실제적 표적
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빛이신 고로 그를 따
르는 무리도 빛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것이 천국의 성질이다.
(3) 나는 양의 문이다(요 10:7).
예수님은 초막절에 참석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다가, 그들의 그 영혼을 도둑
질하는 부패와 이욕을 보시고 당신만이 진정한 양의 문임을 교훈하신 것이다. 이
교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양의 우리를 아울러 표현하셨는데 하나는 읍이나 촌
락에 있는 견고한 양 우리다. 이 우리는 들에서 돌아오는 양떼를 한꺼번에 수용하
여 재우는데 그 문은 견고하며 문지기 외에 아무도 열쇠를 가질 수 없고 문은 자
물쇠로 굳게 잠근다. 또 하나는 산기슭에 돌담을 둘러치고 출입구에 문이 없는 양
우리이다. 따뜻한 날씨에 마을까지 양을 몰아들일 필요가 없을 때 이 우리에서 밤
을 보낸다. 그럴 때 목자는 친히 출입구에 가로 누워 문 노릇을 한다. 그리하여 어
떠한 것도 목자의 몸을 밟지 않고 출입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
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4)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11).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그 뜻은 너무나 분명했다. 유대의 중요 부는 중앙 고원으로서 베델에서
부터 헤브론까지 약 55km와 폭이 22~27km의 거칠고 바위가 많은 땅이다. 이곳
은 목축하기에 손쉬운 곳이므로 목자들의 모습이 어디서나 눈에 띈다.

이곳의 목자들의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풀을 찾아 헤매는 양들을 일시도 떠날 수
없다. 지세가 험할 뿐 아니라 양 도둑들과 사나운 짐승이 불시에 출몰한다. 그래
서 그들은 불면불휴로 양들을 지킨다. 그러나 삯군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과 목자는 서로 잘 안다. 양은 목자를
목자는 양을 결코 잘못 인도하지도 않고 잘못 따르지도 않는다. 예수는 선한 목자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시 23:1~6). 그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교훈을 주셨으니 더욱 감개가 깊은 것이다.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실망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위로로 주신 교훈
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그
는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자신도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생명 자체
이심을 드러내셨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언하는 희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본성이다.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근거요 영생의 실상인 것이다.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는 교훈이다.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너무나 유명한 교훈이다. 이것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재림의 약속을 하실 때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이다. 이 말씀
에는 인격의 활동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의 궁극은 길이다. 어떤 길이 인생의 정도(正道)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도덕
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덕의 궁극, 즉 도덕의 목적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것은 학문의 궁극을 뜻한다.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다. 예수님은 학문의 목적이시다. 예수를 떠난 학문은 아무런 진리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것은 예술의 목표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실로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며 그 생명의 작용이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
수가 없는 예술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언젠가 쓰레기더미와 같이 불타고 말 것이
다.

예수님은 예술의 목적이시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인간 생활의 전부임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이다.
(7) 나는 포도나무다(요 15:1).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그 교
교한 달빛에 흔들거리고 있는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주신 교훈이다. 예수와 그의
신도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것도 못하고 말라서 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없는
자인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
는 것이다.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된다.
결국 계명에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성립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든 직능과 성질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는 이 교훈으로 무한한 안위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예수 그
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인 것이다.

제 12 장 갈릴리 밖에서의 봉사
1. 공중봉사에서 은퇴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AD 30년 셋째 유월절부터 그 가을까지 약 반년동안 유다와 갈
릴리 지방을 벗어나셔서 제자들과 조용한 교제 속에 십자가를 위해 특별히 준비
하고 계셨다.
그러나 이 은퇴의 기간을 보내기 직전에 특별한 목적으로 그는 베니게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두로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 주기를 간청하였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속히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들 속에는 이스
라엘이라는 민족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심리이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인을 향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준 은혜의 특권
을 주위에 나누어 주는 일에 실패하였다. 바로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진리의 빛
에 너무나 어두웠다. 이스라엘이 빛을 비추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탓하여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어 주시는 일을 통하여 빛의 지역 변경(邊
境)에 살면서 빛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명심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신앙을 가졌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
도 만족한 것이다.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 예수님은 지상 생애동안
이방인 신앙가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마태복음 8장 5~13절의 백부장의 믿음
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이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
하였다고 하셨다.
이 백부장은 직업에서 믿음을 배운 자였다. 일개 군인도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명
령대로 하거늘 하물며 우주의 창조주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의 종 된 만물이 어찌
순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그
것에서 믿음을 배우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이었다. 그는 그의 신분 때문에 그의
소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방에도 생명의
진리가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져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다. 복음에는 장벽이 없
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귀한 영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죽
으실 것이었다. 이 일 후에 데가볼리에 돌아와 전에 거라사에서 고쳐준 군대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예수님의 큰일을 증거한 정지(整地) 작업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
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지내시는 특별한 기간을 가지
게 되었다.
1) 위대한 고백
예수께서는 갈릴리바다 동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여행하셨을 때에 조용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마 16:13)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는 예수 오신 이후 오늘날까지 논의되는 문제이다. 제자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침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외곽 지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다. 오
늘도 예수님은 4대, 3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의 정신을 칭찬하였다. 아무도 객관적 입장에서 예수를 몹쓸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인격과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 부딪쳐 신앙적 결단을
요구 받을 때 그때는 당황한다. 그는 예수의 인격에 대하여 자신의 인격적 진실을
걸고 판단해 보지 않았다.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거니 생각한 것뿐이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
느냐? 이것은 개인이 자기의 인격을 두고 스스로 결단해야 할 질문이다. 단순히
선지자 중 하나인가? 하나의 성인인가? 베드로는 고백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
니면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가 전혀 엉터리 인간이 아니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의 아들이어야 한다. 이 두 경우를 떠나서 그는 성인도 선지자도 될 수가 없다. 그
가 성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격 때문이라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의 시간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한 일반의
상식적인 생각이 부질없었음을 증명하며 “그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거짓말쟁
이요”라는 태도로 물려서 버리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도 생명도
길도 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만일 참으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믿
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념
일 뿐 그들이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정확한 것이라고 칭찬하셨다. 그것은 혈육에 의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아는 것이다(마 16:17). 누구든지 하
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에게 임한다(요 7:17). 신령한 것
은 신령한 것으로 밝히는 것이다(고전 2:13).
(1)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뜻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단순히 ‘시몬아’라든지,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심장(深長)한 의미가
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
다”(마 16:16)라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주 깊은 복음적
의미가 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요일 2:23).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당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의 아들을 보
는 것은 그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의 부모를 직접 보지 못
해도 그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확
실히 증명하는 길은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서 예수께
서는 그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시몬 너를 볼 때 너의 아버지 요나가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너의 아버지가 요나인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라
고 칭찬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아
버지로 모시는 권세를 얻는다. 이것이 복이다. 복은 영생이다(시 133:3). 예수님
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요 1:12, 13) 되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으로 나는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인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 단순한 대답 안에 복음의 진수가 함축되어 있는 것
을 보게 된다.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이 안드레에게 인도되어 처음 예수께 왔을 때 그에게 게바 곧 베드
로라는 이름을 주셨다(요 1:42). 이 말 게바는 반석이나 조약돌이나 돌을 다 포함
하는 말이다.

역시 베드로도 돌이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받아들
이고 믿는 자는 돌의 성질을 부여 받는다. 예수님이 반석이요 산 돌이시다(벧전
2:4; 고전 10:4). 다니엘 2장에 계시된 돌 나라는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
라이다. 이 나라에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은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은 그의 모든 선한
인격만이 아니라 그의 신성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벧후 1:4). 헬라어에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pevtra)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히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여 이 땅에 주신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인 것처
럼 생각한다. 천주교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있는데 모두가 진실일는지는 의심스럽
다.
① 사도 전체를 가리킨다.
② 베드로를 가리킨다.
③ 베드로의 고백 내용을 가리킨다.
④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물을 것도 없이 ④번이 옳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 너는 ‘페트로스’(Pevtro")라 이
‘페트라’(pevtra)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남성 명
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인데 정관사 ‘헤(

본문에는 여격 th'/)’가 붙어 있어

“그 반석”이라는 말이 된다. 이 표현은 항상 지적되어 온 “그 반석”임을 가리킨다.
구약을 통하여 반석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왔으며, 바울은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하였다(고전 3:11; 신
32:4; 시 62:7; 사 28:16; 롬 9:33 등 참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실 것인
데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열쇠는 잠긴 것을 여는 도구이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예수를 개
인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마
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마음에 천국을 이룸으로 영원한 천국 문을 열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이 열쇠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① 말씀을 위탁한 것
② 복음 전파를 위탁한 것
③ 교회의 사명 등으로 설명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 결국 베드로에
게 주신 말씀은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는 이제 교
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
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엡 3:10).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치리권이라고 생각한다. 마태복음 18장 15~20절에는 사
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권리가 아니
다. 그러나 이것이 치리권보다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매는 일이 생기면 하늘에서
도 매일 것이며, 서로 간에 풀리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
다. 형제가 서로 물고 먹으며 서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찌 하나님의 보
좌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겠는가? 제물을 드리다가도 혐의가 생각나면 먼저 그
것을 풀라고 말씀하셨는데(마 5:24). 천국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서 해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생명의 향기도 되며 사망의 냄새도 된다(고후
2:16). 이것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에게도 자기가 메시야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유
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야가 아니기를 바랐다. 메시야는 그들을 먼저 거두
어 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책망과 힐책을 서슴지 않는 예수가 메시야라니? 그들
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메시야 왕국에 용납되기를 기대하였다. 회개는 이
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한단 말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은 예수가 메시야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

면 ①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대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뻔하였고, ② 유대 민중은
그릇된 메시야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극이 되어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사업에 지
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베드로를 책망하심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메시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을 때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은 흥분하였다. 그들의 가슴은 기대로 부풀었고 머지않아 예수는 왕으로
즉위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신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예수님
은 그들의 그릇된 메시야관에 의한 이러한 오해를 재빨리 간파하셨다. 그래서 그
는 곧장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국자들의 손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흥분
의 절정의 시간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선언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을 사실에
대하여 몇 번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발표가 그의 침례다. 침례가 그의 생애의 요약
이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그리고 처음 성전 정결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는 말씀이 그의 죽으실 사실을 말씀한 것임을 우리는 보았다. 또 한 번 니고데모
와 대화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
력 있는 말씀과 이적의 권능에 현혹되어 일의 확실한 진행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도 보라. 죽으실 사실을 말하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말렸다.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 똑
똑히 듣지 못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아니 들었어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하신 것 중 가장 호된 책망을 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
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
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단이 되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야임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할 교회의 터인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메시야와 반석 되심의 완
전한 성취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인데 그들은
깨닫는데 실패하였다. 십자가 없는 메시야 왕국은 없다. 베드로의 이 간(諫)한 사
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공

포에서 자기를 위하여 부르짖은 신음이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비
로소 자기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자기가 둘이 있음을 본다. 부인해야 할 자기와 찾아야 할 자기이다. 부
인해야 하는 자기는 죄의 자기요 찾아야 할 자기는 예수 안에서 다시 나야할 자기
이다. 죄의 자기가 죽고 없어질 때 예수 안의 새로운 자기가 변화된 영광의 모습
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죄의 자기와 중생한 자기 사이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중
생한 자기가 영생할 왕국이 메시야 왕국임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
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을
무너뜨리려는 일에 대한 책망이었다. 이때는 예수님에게 닥친 또 한 번 큰 위기였
었다.
2) 변화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큰 책망이 있은 후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확인시킬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일 곧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책망이 있은
지 엿새 후에 누가복음은 8일쯤 후에 라고 하였는데 8일째 되는 만 6일 후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제자들은 책망을 들은 후 꽤나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에
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변화하시고 메시야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산은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다볼산’이라고
하며 가버나움과 지리적으로 근거리(近距離)라는 점에서 ‘예벧에르묵’이라고 추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사실(16:13)을
들어 일반적으로 ‘헬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산은 해발 2,900m의 높은 산이
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22km쯤 되는 거리에 있다.
예수님의 변형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다.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에서 베드로
는 이것이 재림하시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다. 세 제자는 황홀한 영광중에서도 공포에 싸여 있었다. 모세는 재림 때
부활할 성도를 대표하며, 엘리야는 산체로 변화할 성도들을 대표한다. 모세가 부

활한 사실은 유다서 9절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할 자리에
하나님이 숨겼다고 주장하나 성경 전체의 계시를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변
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환상이 아니다. 부활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으로 부활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한다.
이 세 사람은 예수의 별세할 것에 대하여 의논하였다(눅 9:31). 여기 별세란 말은
‘엑소더스’(e[xodo")인데 이것은 ‘출애굽’이라는 말과 같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
실한 ‘출애굽’이다. 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상은 영원히 매장된다. 그 다음
은 영광의 메시야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
광을 예언하였다(눅 24:26, 27, 44). 모세는 그의 율법의 예언을, 엘리야는 선지
자의 대표로 선지서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을 더하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된다. 신앙과 역사의 초점은 그리스
도의 십자가이다.
변화산의 장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이 한꺼번에 나타난 장면이다.
이 때 세 제자는 6일 전의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한 교훈을
마땅히 깨달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졸고 말았다. 세 분의 의논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연 몰랐다. 그것은 예수님이 침례 때에 들은 것과 같은 음성이었다.
예수님은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아들의 자리를 확정할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들린 세 번의 음성은 한결같이 그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
라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음성이었다(마 3:17; 17:5;
요 12:20~30).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므로 예수와 함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영광
을 소유하며 메시야 왕국에 합당한 존재들이 될 것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므로
겟세마네의 고뇌의 시간에 능히 견디며 예수님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
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또 한 번 헛된 영광만 구하였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니”라고 말하여 십자가를 원치 않는 영광을 탐하는 인간적 욕망을, 죽어야 할 자
아를 노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주간의 실패를 예약하고 말았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겟
세마네의 실패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 ‘변형되사’라고 하는 낱말은 신약성경에 네 번 쓰였는데 ‘메타모르포’
(metamorfovw)이다(마 17:2; 막 9:2; 롬 12:2; 고후 3:18).
앞에 두 번은 외형에 대하여 쓰였고 뒤의 두 번은 내적 상태에 대하여 쓰였다.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자아를 처리해버린 사람은 그 심
령이 중생하여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의 영광
스러운 외형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
3:21). 아멘.
2. 그 밖의 사건들
예수님은 이 일 후에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초막절에 비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셨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의 하나이다. 이것은 양력으로 9월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는데 유대의 민간력(民間曆)으로는 년 초이다. 이때는 유월절, 오순
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지정된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
들의 물건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레
23:40) 등이었다. 이것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해석이 달랐는데 사두개인은
초막 지을 재료로 해석하고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잘 물명이라고 하였다.
민중은 바리새인의 해석을 따랐다. 이 절기동안 이스라엘은 초막에 거하여 조상
들의 광야생활을 기념하였다. 그들은 지붕으로 햇볕이 환하게 스며들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도록 초막을 지었다. 그러므로 이 절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위시하여 거리, 거리 모두 초막으로 뒤덮여 있다. 이스라엘의 일 년을 승리로 장
식하는 기쁜 절기다. 무리들은 날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나무 가지를 들고 큰 제
단을 돌았으며,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물병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
어 수문으로 올라오면서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를 암송한다. 제사장이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부을 때 무리들은
레위인의 피리를 따라 “할렐”(시 113:~118:)을 합창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시 118:1, 25, 29)라는 구절에 이를

때에 예배 자들은 소리치며 제단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마지막 날은 예배
자들이 제단을 일곱 번 돌아 옛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기념하였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셨다. 그는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시며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명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
38).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샘물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표상한다. 예수님은 요
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이 못에 보내어 고치셨다. 신령한 눈이 어두
워진 자들이 예수께 나아올 때 그 눈이 밝아진다. 사울의 눈이 예수로 인해 어두
워졌고 예수로 인해 밝아졌다. 세상에 밝았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
령한 눈이 밝아진 것이다(행 9:1~18). 보내심을 받은 생명수요 곧 구원의 우물인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를 상징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가!
예수님은 밤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지내시고 아침이면 성전에 나와 가르치
셨다. 그날 아침 유대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께 송사
하였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다. 그들이 율
법에 충실한 자라면 예수께 물어 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을 예수께 묻는 것은 예수를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몰
아넣으려는 것이었다.
얼마나 악랄한 행동인가? 죄인을 이용하여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둘러 보셨
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손에 돌들을 사납게 움켜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
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조용히 땅에 글씨를 쓰시고 계셨다. 둘러선 사람들은 침
을 삼키는 침묵 속에 초긴장이 감도는 순간을 지루하게 느끼면서 이제야 이 말 잘
하는 예수가 꼼짝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대답을 재촉하였다.
예수님은 일어서서 머리 숙이고 서 있는 여인과, 여인을 향한 것보다 오히려 자기

를 향해 살기등등한 군중을 보시고 장중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없는 자는 죽을 죄인을 죽여도 좋다는 말인가? 그들은 잠시 머뭇
거렸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먼저 돌질을 하는 자는 이 대중 앞에 죄 없
음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
러나 그의 눈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손가락 끝으로 이끌렸고 거기 불같은 글씨
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깜짝 놀
랐다. 그렇게 숨겨두기를 원했던 그 죄가, 스스로도 잊어버리기를 바랐던 그 죄가,
예수의 손끝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니!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의 죄 없
음을 증거해 보이려던 일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폭로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의
손에 돌은 힘없이 떨어졌고 그는 도망치듯 사람을 헤치고 달아났다. 머뭇거리던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였다. 그래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
였다. 돌만 즐비하게 널려지고 마침내 여인만 남았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그는 그 파렴치한 죄인들
의 비밀한 죄를 대중 앞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 자신의 눈앞에만 보여주셨
다. 회개의 기회가 아닌가. 그러나 슬프게도 이 사건에서 그 죄가 지적된 사람들
이 예수 앞에 엎디어 회개한 사실은 없다. 정죄 받고 돌아간 의인들. 이 때야 말로
회개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찾아 오셔서 손가
락으로 우리 가슴에 허물을 온유하게 지적하신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
가. 어쩌면 그들 중 어떤 사람이 훗날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서 깊은 회개를 했는
지는 모른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이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주의 왕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것인가(롬 8:33, 34).
이 여인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용서받은 죄인과 정죄된 의인,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 일 후에 세상의 빛에 대한 긴 토론이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
를 고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소개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마지막 표적을 행하셨다. 이 일로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즈음에 임하여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다음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시고 그 곳에서 그 값
진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경험을 하신다.
이 사건은 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다른 사건일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누가복음 7장에 죄인 여자가 예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눅 7:40).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도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마 26:6; 막
14:3).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을 보면 같은 장소 같은 사건임을 알기
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여러 측면을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 기록한 것이
지 다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
로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하였다(요 12:3).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한 여인’이라
고 만 말하였고, 누가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마리아가 왜 죄
인으로 알려졌을까.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초청한 주인 시몬이 알고
있었다. 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 시대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장을 읽으면 시몬이 어떻게 이 여자가 죄인인줄 아는지 설명되어 있다(소망 566).
시몬이 마리아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도록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죄를 지
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 마리아는 주님께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기쁨이 그를 벅차게 한데 더하여 오라비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마리아는 나드 옥합을 깨드려 그 향 기름을 예수께
부음으로 얼마나 열렬한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불평을 잠잠하게 하시고,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비유를 베풀어 은근히 지적하셔서 그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
게 하셨다. 마리아는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 시몬은 자기가 왜 문둥병 환자가 되

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 그의 문둥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된 그의 죄도 용서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적
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의 사랑함이 얼마나 초라했는가.
크게 용서 받은 자는 크게 사랑하고 적게 용서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것은
죄의 많고 적음보다도 용서를 느끼는 정도의 크고 작음에 대한 말이아닐까 생각
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
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 7:47).
예수의 종교, 그것은 용서의 종교다. 용서가 항상 먼저 있다. 용서하고 경계하신
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우주적 증거인 것이다.

제 13 장 수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그 연대적 사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생활과 교
훈의 주제를 따라 살펴보았다. 모든 사건을 일일이 설명하는 일은 지면이 용납하
지 않는다. 이제 그의 마지막 주간을 찾아 볼 시간이 되었다. 십자가의 주간, 구속
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다다른 것이다.
이 수난주간, 곧 유월절 주간의 사건은 복음서 전체의 ⅓을 차지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중 7장
마가복음 16장 중 5장
누가복음 24장 중 5장
요한복음 21장 중 10장이며 합계 27장이다.
이 기간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절정으로 그 비중이 크다. 예수님은 당신
의 말씀대로 이때를 위하여 오신 것이다(요 12:27). 그러므로 기록도 많이 하였
고, 또 이 사건은 제자들이 가장 확실히 목도한 사건인 만큼 그 기록의 재료가 풍
부하기도 하였다.
그 주간의 차례를 따라 일어난 사건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일요일); 예루살렘 입성.
둘째 날(월요일); 무화과나무 저주, 예루살렘성전 정결.

셋째 날(화요일); 유대인과 논쟁, 헬라인들의 방문, 말세의 대 예언 등 이날 사건
이 많았음.
넷째 날(수요일); 베다니로 물러나 쉬심
다섯째 날(목요일); 마지막 만찬, 다락방 강화, 겟세마네의 기도, 잡히심.
여섯째 날(금요일); 심문 받음, 십자가에 못 박힘, 장사지냄.
일곱째 날(안식일); 무덤에 계심.
여덟째 날(일요일); 부활하심.
이제 기독교에서 수난 주간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간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하자.
1. 첫째 날(일요일), 니산월 9일.
이 날 은 예 루 살 렘 입 성 의 날 이 다 ( 마 21:1~11, 14~17; 막 11:1~11; 눅
19:29~44; 요 12:12~19). 예수님은 이미 베다니에 와 계셨다. 베다니라는 마을
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는 마
을이었는데 두 베다니의 거리는 하룻길이었다. 이 예루살렘 가까운 서편 베다니
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다. 예수께서 자주 방문하셨고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집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정이 아
쉬워질 때 이 집을 방문하고 가족적 위로 속에 지내시기도 한 집이었다.
내일이면 그의 마지막 시위를 할 계획을 가지시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문둥병을 고침 받은 시몬이 식사에 초대를 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
이다.
유대인의 날짜 계수법, 즉 해지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로 계산하면 이 초대
된 시간은 이미 첫째 날에 접어든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다. 아니 낮에 초대되어
밤까지 계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
곧 안식일에 초대를 받으신 것이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성경은(막 14:3) 마리아가 옥
합을 깨뜨려 나드 기름을 부었다고 했으며 그것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것이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일 년 분 품삯을 바친
것이 된다.

가롯 유다의 비난을 따라 다른 제자들도 비난하였다. 요한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고 증언하였다. 깨뜨린 옥합은(막 14:3)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깨뜨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였다.
온 집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는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상징한다(고후
2:15, 16).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
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막 14:8).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동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지 않는가!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예
수님의 몸은 이제 다만 생명의 향기로 가슴을 적실 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건이었는지! 그런데 제자들은 돈 타령을 하였고, 문둥병을 고침 받은 감사함으
로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만지도록 하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속으로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은 지혜와 예지로 수습하셨다.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가까이 있을 가난한 자들을 마음만 가지면 언제나 돌볼 수 있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발설하지는 아니한 시몬의 생각을 은근
히 500 데니라온과 50 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함께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가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무례함을 용서와 사랑
의 관계를 설명하심으로 부드럽게 교훈하셨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으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무례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지위가 어땠는
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청은 했으나 마음으로부터 은근한 멸시를 하고 있었는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에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는 모른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였을 때에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16)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행한 후에 유대 당국자들은 공개 수배를 명령하
였다(요 11:57). 이러한 사태를 잘 아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보통 심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
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막 10:32). 아마 예수님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역력하였을 것이
요 그 결의로 인해 상기된 얼굴은 엄숙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
을 정도였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오히려 자신이 죽을 길을 재촉하신 셈이며 유대
인들이 너무나 사납게 그를 찾았으므로 예루살렘 북방 27km지점에 있는 에브라
임으로 물러가 계셨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오실 때
까지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부록 복음조화의 114번부터 129번
까지의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것이다. 십자가를 위하여 결단
을 내리셔야만 했다. 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이런 엄숙하고도 복잡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리고를 자나시며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다.
이런 모습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망을 우리는 눈시울 뜨겁게 느낄
수가 있다. 당신 자신이 당하실 일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한 영혼을 결코 외면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한편 강도에게 나타내신 사
랑의 응답,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의 모습이었다.
이 심정 떨리는 여행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메시야 왕국의 높은 자리를 구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그 일에 분노하고, 예수님의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
다(마 20:20~28, 막 10:35~45). 이런 중에서도 소경 바디매오의 소원을 멈추어
서서 기다리시며 들어주셨다. 인간의 괴로움을 돌보는 그 일 외에 바쁜 일이 없는
주님이었다.
이런 여행으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르러 자주 그렇게 하셨
던 것처럼 쉼과 위로를 잠시 동안 맛보시는데, 시몬의 초대로 잔치에 참여하신 자
리에서 향유를 부음 받은 것은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는가! 그의 제자들

이 위로보다는 다투기에 바빴던 그 시간에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요 12:12) 예수님은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어 나귀 새끼를
얻어 오라고 하셨다.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였다(마
21:2,7).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에는 어미 나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것을 예언
한 구약의 스가랴서에도 어미 나귀에 대한 말은 없다(슥 9:9). 그러나 마태는 목
격자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
셨지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미 나귀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새끼 나귀는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고 사람을 태운 적도 없었다. 아마도 두려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미 나귀를 앞세우면 새끼 나귀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미
를 따라 예수님께로 왔을 것이며, 어쩌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여전히 이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 앞에서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학자들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에 대하여 은유적인 해석을 하기 좋아한다. 정말
그런 해석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해석들은 교훈이
된다. 그 해석들은 나귀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온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
고, 나귀 새끼는 이러한 멍에를 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또 나귀는 예수님 이전의 모세를 통한 신정정치를 상징하
고, 나귀 새끼는 예수님 이후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 형성된 어린 교회를 상징
한다고 해석한다.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막 11:2; 눅 19:30)라는
점은 예수님의 순결한 품격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의 나귀를 타신 메시
야는 바로 순결한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이며 이는 예수님이 참 메시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좋은 해석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해석이 참으로
예수님의 의도였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합당한 해석이라고 이해하는 것
은 무리가 아닌 것 같다.
나귀 새끼를 끌어오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새끼 나귀 등에 폈고 백성
들, 길 주위에 운집한 많은 백성들은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폈다(마 21:7,8;
막 11:7,8; 눅 19:35,36).

겉옷을 벗어 사람의 발밑이나 앉을 자리에 펴는 것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행동
이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예후가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 반정을 일으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
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
는 왕이라 하니라”(왕하 9:11~13).
예수님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등에 깔아놓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을 노리는 대적들의 앞을 당당히 입성하시려는 것이었다. 3년 반을 말씀으로
표적으로 외쳐 오셨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귀를 막았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
전 마지막으로 듣기 싫어한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 주시려
고 그는 짐짓 왕이시라는 주장을 시위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옛날 선지자들
이 듣기에 둔한 귀에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처럼(왕상
11:29~40; 렘 27:1~11; 28:10 이하; 겔 4:5장 등)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마
21:5).
나귀는 고대 중동 지역에 귀히 여김을 받는 짐승이었다(삿 10:4, 12:14; 삼하
16:2).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나귀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즉위하
여 궁전으로 들어올 때 타는 짐승이었으며, 이것을 탄 왕은 평화의 일을 위한 왕
이었고, 평화의 때의 왕이었다고 한다.
전쟁 때에는 주로 말을 탔다. 학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평
화와 생명의 왕임을 행동으로 시위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
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의 뒤에는 평화의 전리품들
이 따랐다. 옛날 적국을 정복하고 개선하는 장군은 그의 뒤에 포로들을 따르게 하
여 승리의 전리품으로 과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리품은 평화와 행복의 전
리품들이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눈 뜬 장님들, 말하게 된 벙어리들, 지팡이

를 던져버린 다리 절던 사람들 등등,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부르며 따르고 있었고, 그 나귀 새끼의 고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잡았다. 그래서 그 평화의 전리품의 상징은 더욱 극적이었다.
온 예루살렘은 흥분했다. 그를 죽이려고 있는 곳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린 대적
들 앞을 왕임을 주장하는 당당한 태도로 입성하는 예수를 보라! 호산나 호산나 다
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
는 말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아람 말인데 이때 무리들이 외친 소리는 시
편 118편 25, 26절의 말씀이다.
무리들은 예수가 왕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
라고 외친 무리가 될 줄은 그때 그들 자신도 몰랐으리라.
예수님은 화려한 입성 후에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곳까지 오신 다음 저 아래 보이
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 예수님의 비통함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가 왕이 될 성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서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세
상에 평화의 권고를 선포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
음 같이 얼마나 자주 권고하였는가! 그러나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여 비참하
게 망하게 될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장(斷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
다(눅 19:36~44; 마 23:37~39).
화려한 입성과 너무도 대조적인 결말을 남기고 하루가 소리 없이 저물었다. 예수
님은 베다니로 나와 쉬셨다.
2. 둘째 날(월요일), 니산월 10일.
이른 아침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
지는 2.5km되는 거리였다. 아침 식사를 잡수시지 않았는지, 긴 밤을 기도로 지새
운 피곤이었는지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를 보
시고 ‘탁쉬’(Taqsh)를 구하셨으나 없으므로 저주하셨다(마 21:18~22; 막
11:12~14).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눅 13:6~9).
예수께서 오셔서 삼년을 아끼고 가꾸셨으나 열매 맺을 전조(탁쉬)도 없다. 외식
과 형식의 잎사귀만 무성하여 진리에 시장한 나그네를 속이고 땅만 버리고 있었

다. 이제는 뽑아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운명 지어진 백성의 비극을 이 나무에
서 슬프게 읽으셨다.
그래서 그 운명을 선포하신 것뿐이다.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롬 11:20).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그의 공생애의 시작에 정결하게 하셨던 그 성전을 다
시 정결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나 이
제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있다고 꾸짖으셨다(마 21:12~17; 막 11:15~19; 눅
19:45~48).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
하는 집으로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정결이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 사실을 선포한 것이고, 이 두 번째 성전 정결은
공생애를 마칠 준비가 완료된 사실을 선포한다. 이제 곧 참된 정결, 곧 인류의 속
죄 사업이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는 유월절 양을 10일에 준비
하여 14일에 잡도록 되어 있다. 이날 성전 정결을 하시므로 14일 유월절에 십자
가를 지실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그에게 나아오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
다. 그 지경의 어린이들은 승리의 입성 날 본대로, 이 좋은 봉사를 보고 “호산나
다윗에 자손이여”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당국자들에게 얼마나 거슬리는 말
인가?
아이들을 잠잠케 하지 않는 책임을 예수께 돌려 힐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들의 입의 말이 온전하다고 대답하셨다(마 21:14~16; 시8:2). 어른들의 말에는
언중유골,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한다.
이 어린이들의 소리는 얼마나 진실한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
찍 말씀하셨다. 만일 어린이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의 왕 되
심은 증거될 것이다.
오늘날 고고학은 돌들의 소리로서 우리는 말씀의 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경이로움
을 경험하고 있다.
3. 셋째 날(화요일). 니산월 11일.

이날은 유월절 주간 중 가장 일이 많았던 날이다.
첫째로 성전 정결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다(마 21:23~32; 막 11:27~33; 눅
20:1~8). 예수께 던진 질문은 두 가지인데, 곧 이런 권세를 행할 근거와 그 권세
의 성질이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을 막으셨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는 질
문이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
하셨다. 일찍이 침례 요한이 주장한 내용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지시하셨다고 고백하였다(요 1:31). 유대인들은 이 질문의 뜻을
재빠르게 알았다. 또한 요한의 봉사가 어떤 권위에 근거했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
것을 시인할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예수가 메시야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행동 속에 그들
의 고민이 있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숨은 인식이 있음을 보셨다. 그들이 이렇
게 말하므로 질문은 충분히 대답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베풀어 그들
을 교훈하셨다.
마태복음 21장 28~32절의 두 아들 비유와 33~46절의 악한 농부 비유와 22장
1~14절의 혼인 잔치 비유가 그것이다. 이 비유들은 모두 유대인의 완악한 상태
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것들은 풍유에 속한다.
두 아들의 비유는 말씀과 순종에 관한 비유이다.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의 아버
지라고 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셨다(렘 31:9). 그런 장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만하고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니
요 한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을 행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방이라고 업신여긴 사람들을 표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족적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을 생각했으
나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마음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들
의 신분이 확실하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생존한다는 것을 깨달으
면 순종하는 생활은 당연하게 된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비
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것은 부자관계로 순종의 이유를 설파하고 있는 비유이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다. 이것은 책임과 충성
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다. 일차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들은 말씀을 위탁받았고(롬 3:1),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고 많은 수확을 내어 주인에게 바쳐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포
도원을 자기들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열매를 바치지 않고 심지어 상속자 아들까지
죽였다. 종은 자기 의견이 없다.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 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교회, 남은 교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 책임을 수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
옛 이스라엘은 자아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이 그들 위에 떨어져 망하게 된 것
이다.
혼인 잔치 비유는 초청과 수락의 내용인데, 주인과 손님에 대한 것이다. 즉 주객
(主客)관계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
이다. 부자(父子)나 주종(主從)은 초청과 수락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잔치 비
유에서는 주객(主客)관계로 구원을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여러 경우의 여러 사
람들이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 측면
으로 설명하신다. 궁극적으로는 부자의 관계에 이르지만(마 23:9), 그런 관계에
오기까지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손님이기도 한 것이다. 손은 주인의 배
려를 감사하게 받는 것이 예의이다. 이 잔치 집에는 손들이 입을 예복이 이미 마
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깨끗해도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한 사실을 가리킨다. 구원과
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사 45:8). 인류는 이것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그는 사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대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죽은 자는 산 자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하나님
의 것이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절대권
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날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稅)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마 22:15~22; 막 12:15~17, 눅 20:20~26). 이 질문은 예수님과 세상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었다. 그리스도인은 가이사의 것

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 충성이
라는 말로 표현한다.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도 충실한 그
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둘이 충돌할 때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마 22:23~33; 막 12:18~27; 눅
20:27~38). 이것은 예수님과 생명 관계, 또 내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로 증명하실 것이다. 부활한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이제 이 지구가 태초에 하
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생육할 일이 없다.
그곳에는 그곳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곳은 오직 산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
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다(고전 15:13~19).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마 22:35~40; 막 12:28~34). 이 질문으로 예
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을 분명히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일 4:8),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생활로 드러내어야 한다.
이런 질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先
在)하신 분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 다윗이 ‘주’라고 부르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질문이었다(마 22:41~46). 이것은 그리스도와 존재관계에 대한 선포이다. 사람
들은 창조주가 창조하심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자존
하신 ‘주님’이심을 확언하신 것이다. 그는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
는 아버지이셨다(사 9:6).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으
로 경배하고 주님으로 순종한 바로 그분이셨다. 그분으로 하여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선재(先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일 후에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일곱 화의 선언이
있었다.
이 일곱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外飾)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그들은
관념 주의적 종교가들이었다. 그들은 신앙인은 아니었다. 성경의 종교가 신앙이
생활임을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에 생활로 실천하는 것이 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이론을 정교하게 전개였으나 그들은 성경말씀
의 정신은 간과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생활로 실천하는 데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
었던 것이다.
만일 신앙이 사유와 사상의 전개로 성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울 것인가. 예수님
은 생활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생활하셨다. 생활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
므로 성경의 종교는 가장 현실적 종교인데 그 현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인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말만하고 행하지 않았다. 남은 시키고 그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
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듣기를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래서 그들은 겉치장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곱 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마 23:13).
② 교인을 얻은 다음 그들을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15절).
③ 가치 판단이 전도되어 있다(18~21절).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등
의 내용이다.
④ 주객을 혼동하고 있다(23, 24절).
십일조는 드리면서 그 정신은 망각하고 있다.
⑤ 형식주의에 빠져있다(25, 26절).
그릇의 겉은 씻고 속은 그냥 둔다.
⑥ 표리가 부동하다(27, 28절).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⑦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다(29~32)
그들은 자기들이 그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
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 자기
들의 하는 일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소경이요 우
맹(愚氓)이다. 결국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의 후손이 된 것이다. 사
단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들을 자기의 후손이 되게 했으니 말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
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 8:44)
고 가슴 아프게 지적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한다. 택한 백성이라
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다. 미혹되면 급전직하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후손이 된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차는 경문을 크게 하였고 옷단을 넓게 하고 다는 술을 크
게 하였다.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통인데 그 안에 율법의 말씀
을 적은 종이를 넣고 완장처럼 심장 맞은편 왼팔에 차거나 이마에 차고 기도를 하
였으며 차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불렀다. 그 통이 클수
록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경건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 같다.txiyx
옷단에 다는 술(치치트 txiyx)은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하나의 표였는데
그 목적은 민수기 15장 37~39절, 신명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이 입는 옷의 기능을 밝혀 주는 것인데
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② 방종 하는 마음을 막고,
③ 눈의 욕심을 막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외형만 갖추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도 옷
을 입는데 있어서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세기 35장 2절
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의복을 바꾸
라고 말씀하셨고 심판 날에 이방 옷을 입은 자를 벌하실 것이라고 스바냐 1장 8
절에 말씀하셨다.

외식에 젖어 참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은 그 외식이 탄로 날까 두려
워 선지자를 핍박하였다. 이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려하고
있다(히 1:1; 마 21:37, 38).
이 세대가 모든 핍박의 결과를 책임질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창 4:4~8; 대하 24:21). 이 말씀은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은 구약시대의 처음 순
교자로부터 마지막 순교자라는 뜻인데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인가?
히브리인의 구약성경은 제일 처음 책이 창세기이며 마지막 책이 역대기이다. 오
늘 우리가 가진 구약성경과는 책의 순서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첫 책에 기록된 순교자와 마지막 책에 기록된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러
므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순교자라는 뜻이다.
외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한다. 예수님의 책망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
다.
이날 또 한 가지 사건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요 12:20~36).
유월절을 당하여 멀리 헬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이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헬라인으로서 유대 종교의 탁월함을 깨닫고 개종하여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는 순수한 유대인이며 유대본국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들은 본토를 떠나 헬라 제국의 여러 영토(식민지)
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불리는 자들이다(행
6:1).
셋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은 개종한 헬라인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행
13:16)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일에 열심이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렇게
얻은 사람을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이 전도

하여 개종하는 사람을 얻어놓고 그들에게 유대인 스스로도 감당 못할 짐을 지워
서 그들을 진리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고 책망하신 것이다.
개종(改宗)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문(門)의 개종이다.
이 사람들은 성전 문 까지만 올 수 있었다. 이들은 노아의 계율을 지켜야 하였다.
탈무드에서 말한 노아의 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②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③ 살인하지 말라.
④ 간음하지 말라.
⑤ 도둑질하지 말라.
⑥ 공정한 재판을 확립하라(정의를 증진시키라).
⑦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생고기 먹지 말라).
둘째는 의의 개종이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침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침례를 받
아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들이나 할 일이었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그들에게도 침례가 필요하다고 외쳤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다. 이렇게 해야 의의 개종이요 완전한 개종이
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이 날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개종자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멀리서
도 들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실도 들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이 사실을 듣고 큰 감명에 사로 잡혔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가 온 것을 다시 깊이 절감하시고 그 유명한 밀알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큰 기적의 나타남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심
지어 통치자 헤롯은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동방의 박사들, 그 멀리 사는 이방인은
찾아와 경배했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려는 이때에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헬라인은 찾아와 모셔가려고 하였다. 참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오늘 교회의 형편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요 12:32)고 선언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사실을 확인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씨앗이
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다(히 12:2). 이 일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요 12:31).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골 2:15).
그러나 헬라인들의 찾아온 좋은 의도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말렸을 때처럼 예
수님께는 위기의 시간이었다. 유대가 배척하면 예수님을 헬라로 모셔가기로 그들
이 제안하였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올라온 예루살렘 방문이
헛될 뿐 아니라 구속의 사업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할 밀알임
을 천명하셨다.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는 동안 그의 사업을 방해할 결정적인 위기의 때를 몇 번 만
나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탄생 때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②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였을 때,
③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언덕 낭떠러지로 밀려 가셨을 때,
④ 폭풍의 바다에서 배의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
⑤ 베드로가 간언했을 때,
⑥ 헬라인이 방문했을 때,
⑦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흐르는 기도의 때,
⑧ 십자가에서였다.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방문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
을 선포하는 음성을 듣고(요 12:28, 29) 세상 임금 곧 사단이 심판을 받아 쫓겨난
사실을 확인하셨다(요 12:31). 그 후에 기록한 내용은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여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을 대조
하였고(요 12:41~43),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였고(요 12:46),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대조하였다
(요 12:44~50).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죄가
된다.
이제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지구의 장자이시다. 그
래서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히 1:6).
사단은 더 이상 지구가 자기의 통치 지역이며 지구의 장자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
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으나(요 3:17)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 심
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은 두 가지 형태가 된
다. 한 가지는 현재의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은 이 사실을 지적한다. 일찍이 경건한 시므온이, 성전에
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한 말에 이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
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
다”(눅 2:34)는 말씀이다.
진리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두 가지 기능을 나타낸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의와 화평과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인 것이다. 예수님은 진
리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나타내신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판에서 자기가 결정
한 사실대로 미래의 심판에 선고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형태의 심판은 형벌보다는 정화가 그 목적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여 자기를 알게 하신다(시 9:16).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수용하여 의와 화평과 생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간청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
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
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
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
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잠 1:24~30).
또 한 가지는 장래의 심판이다.
이것은 현재의 심판의 결과를 그들이 잘 알도록 선포하는 선고가 중심이다. 이 심
판의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요 5:22, 24). 이 말의 뜻은 이미 초기 봉사에서 설명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세상의 구주로 임한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다. 이 심판은 실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하소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
다.
이 심판의 때에 대하여 계시록 14장 7절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였
다. 이 장래의 형태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현재적 심판, 곧 인
간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였는가를 세밀히 조사하는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언
도 심판이다.
전자는 이미 1844년에 심판정이 개정되었고(단 8:14; 7:9~12), 후자는 예수님
의 재림 후 흰 보좌에 즉위로 인해 성취될 것이다(계 20:11).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두웠다. 그들은 말씀을 위탁받은 존재였으나 말씀의 중심인
예수를 잃어버렸으므로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더 어두웠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빛의 호소를 보내었으나 그들은 인간적 영광에 심
히 집착되어 끝까지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요 12:34~50).
이 날에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물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세 설교를 제
자들에게 들려주신 날이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과 21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하던 자리를 떠나사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제자들이, 석양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전을 보고 자랑하였
을 때 놀랍게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이 일을 두려움으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징조는 무엇인가?

이 예언에는 십대 징조가 나타나 있다. 물론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한데 섞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징조는 서로 연관을 가지기도
하고 말세에만 해당되기도 한다.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마 24:5, 11, 23, 24).
AD 30~7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으며 AD 130년의 발 코크바(Bar Cochba)는
하나의 거짓 그리스도였고, 그가 유대 독립을 부르짖으며 로마를 반역한 반란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
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는 기회도 되었다. 이런 일을
내다보신 주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지장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마 24:20).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계 처처에 많다.
②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다(마 24:6).
③ 처처에 기근이 있다(마 24:7).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⅔가 영양실조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기 보다는
현실에 겪고 있는 사실이다.
④ 처처에 지진이 있다(마 24:7).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실감 있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지 오히려 전율을
느낄 지경이다.
해마다 지진이 증가하고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세기에 파괴
적인 지진이 15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16세기에는 253회로,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6회로, 20세기
부터는 매년 일만 여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 파괴적인 지진만도 매
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현 시대에 일어난 연쇄 지진 등은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
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⑤ 처처에 온역이 있다(눅 21:11).

새로운 병이 세월 따라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발달되는 과학의 기술이 일어나는 병
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하여 전염이 빨리되어 병은 처처에 많아지기
만 한다. 사단은 치명적인 병균을 공중에 뿌린다(쟁투 589). 조류 독감은 새로운
위협이다. 예전에는 새나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
러나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창조한 음식물을 먹도록 권고
하신 것이다.
⑥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마 24:9).
공산주의의 핍박과 그보다 못지않게 신학사상의 변질로 진리가 핍박을 받으며 경
제적인 문제와, 또한 복음주의와 민족주의의 마찰로 인한 핍박도 현대의 특색이
기도 하다.
⑦ 죄가 성하여진다(마 24:10~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 결과로 도덕적 부패가 세상에
넘치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교회까지라도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⑧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마 24:29).
1780년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밤에 달이 핏빛이 되어 빛을 내지 아니
하였고, 1833년 11월 13일에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늘 권능들이 흔들린
것이다. 이런 일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심해지며, 별 소나기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위에 열거한 사건들이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몇 가지 조건으로 그 성취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그것은 시기의 적절성과 사건의 순서와 지리적 요건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지진이 나고 별 소나기가 쏟아지고 해와 달이 빛을 내
지 않아도 이 징조 예언의 성취가 아닌 것이다.
예수께서 예언하신대로 이것은 ‘그날 환난 후’라는 시기가 일치해야 한다. 그 환
난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이다. 그리고 사건의 순서는 예언된 대로 지진과 해
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순서이어야 한다. 마태복음의 이 예언
은 계시록 6장에도 예언되었다(12, 13). 그 순서는 동일하다. 요엘의 예언 순서도
동일하다(욜 2:31). 지리적 위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성경에 예언

된 바로 그 징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큰 환난 후
는 1700년대 후반에 끝이 났다. 그때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이
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 깨닫기 보다는 나라에 어떤 길흉을 보여주는 것
이라 여기고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리적 지역에 일어나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
로 청교도들이 사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지리적 적
절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스본 지진과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과 별들이 떨어지는 천연계의 징조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믿을 수 있
는 것이다.
⑨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는다(눅 21:25, 26).
오늘날 온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으나 평화가 없다. 전전긍긍하는 세대이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욥 3:10)고 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
각하고 두려워 기절할 형편에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국제
무역회관의 폭파 후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세계 처처에 테러의 공포가 휩쓸
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실감하게 한다.
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마 24:14).
예수님의 재림, 곧 이 지구의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야
이른다.
이 열 가지 외에 24장 후반에 가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 더
해져 있다. 노아의 때는 특히 강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롯의 때는 성도착으
로 동성연애가 온 도시를 휩쓸고 있었다. 이런 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의 도덕적 사회적 상태일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
닌가. 재림이 임박한 것은 확실하다.
이 말세의 예언에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
날 것을 그 기점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
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
난의 시작이다(마 24:5~8).
이런 말씀에서 ‘끝’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말을 본다.
제자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주의 임하심이 끝에 있을
일인가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가 임하고 또 이런 저런 사
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끝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여기 3절에 제자들이 물은 ‘끝’이란 말은 ‘순텔레이아(suntevleia)’인데 이것은 맨
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끝 부분을 뜻하는 말이다. 즉 점적인 끝이 아니고 선적
인 끝이다.
그러므로 ‘순텔레이아’는 그 자체로서 시작과 끝이 있다. 6절과 14절의 끝은 ‘텔
로스’(tevlo")인데 이것은 점적인 끝이다. 이것은 기간이 없는 어떤 한 지점, 바로
그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순텔레이아’의 끝이 된다.
제자들은 혹시 이런 뜻으로 물었는지도 모른다. ‘주님,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세상의 ‘순텔레이아(끝)’이며, 또 주님이 임하셨다는 징조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
까?’라고, 그러나 주님은 ‘순텔레이아’의 시작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그
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세상에는 어지럽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순텔레이아’의 끝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을 때에 이르는
것이다. “그때라야 내가 세상에 온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순텔레이아’라는 ‘끝’을 나타내는 ‘끝 시대’인 것이다. 이 끝 시대
의 끝이 ‘텔로스’이다.

시작 끝
순텔레이아 텔로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피
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마 24:15) 이것을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

이는 것을 보거든(눅 21:20) 피난하라고 말하여 해석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
에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에 거룩한 자리에 서는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는 군사일 수는 없다. 예루살렘은 AD 66년에 로마 군사들에게 에워싸였다가 3년
반 후인 AD 69년에 풀려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다. 그 이듬해 다시
침입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사루어 돌 하나 돌 위에 놓
이지 않게 헤치고 거기 로마 군대의 상징인 군기를 세웠다.
이것은 로마의 권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꽂힌 로마의 권위,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의 표로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도록 한 안식일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여 일요일을 성
일이라 하고 그날 예배하도록 한 것은 로마의 권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시편 74편에 기록된 사실이 성취되는 모습이다. “주의 대적이 주
의 회중에서 훤화하며 자기 기(旗)를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
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
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
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시 74:4~9).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예언의 실상을 묘사한 말씀 같아 보
인다.
이런 일이 남은 자손이 일어난 지역에서 법률로 제정되면 인자는 문 앞에 서 계시
는 것이다. 깨어 준비할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 아
무도 모른다(마 24:36).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으므로 우리의 알바가 아니
다(행 1:7).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마 24:42~43).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
야 할 것들과 유의해야 할 것들도 아울러 말씀하셨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① 환난이 임할 때에 안식일을 잊지 않도록 하라(20 절).
② 환난의 날이 감해진 사실을 생각하라(22 절).

③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
하라(23~25절).
④ 재림의 광경을 분명히 기억하라(26, 27 절).
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28 절).
⑤번의 말씀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다. 누가복음에도 재림의 징조와 관련하여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자리가 다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
는 광경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오니이
까?”라고 질문하는데 대한 대답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눅 17:34~37). 마태복음
에는 일의 당연성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보인다.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 보이면
그 아래 시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다.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 개신교에서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장면을 듣고 제
자들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전후를 살
피면 이 질문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하나는 데려감
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한 것이다. 이
질문에 하신 대답으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셨으니 데려
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주검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하게한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 생각이 합당한지는 모
르겠다. 그러나 이 말씀도 어떤 일이든지 당연한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 포함된 것
은 동일하다.
⑥ 일월성신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의하라(29, 30절).
⑦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32, 33절; 눅 21:29).
이 말씀은 말씀하신 징조를 유의하여 살피라는 말씀이다.
⑧ 같은 자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40, 41절).
⑨ 생활을 올바르게 하여 방탕하고 취(醉)하지 말라(눅 21:34~36).
⑩ 깨어 있으라(42~44절).

이상의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유의해야 한다. 주께서 기대하신대로 유의하고
주의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유의하고 주의하
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예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셨다.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신실한 종이 되라(45~51).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주위의 사람
들에게 열심히 효과적으로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등불을 켜서 들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마 25:1~13).
③ 주신 달란트를 올바르게 활용하라(마 25:14~30).
④ 동정과 도움이 되는 것을 생활화하라(마 25:31~46).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 29장 9~14에 있는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깨어있는 것은 자지 않고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있는
상태이지 졸다가 자극에 의하여 잠깐 깼다가 또 조는 그런 깨는 것이 아니다. 그
래서 주님도 “깨라”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 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는 분명히 가르쳐주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
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
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
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
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
이 가리워지리라”(사 29:9~14).
이 말씀을 보면 묵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계시하였
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묵시를 깨닫는 것이다. 묵시를 깨닫는 길은 마음을 하
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사
29:14)져서 묵시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성경 전체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되겠지만 특히 계시로 주신 예언의 계시가 기록된 다니엘
서와 계시록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되어 믿음은 파선하고 양심은 마비가 된다(딤전
1:18, 19).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어서 예비하면서 ‘끝’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넷째 날(수요일), 니산월 12일.
이날에는 베다니로 물러 나오셔서 조용히 계신 듯하다. 그러나 공관복음은 이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나드 향 기름을 부은 일이 있은 것처럼 기록하였
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하여 보충하였으므로 요한복음의 기록이
시간 순서가 더 정확하다고 본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날에 가
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간 날인 듯하다. 예수님이 내
일 만찬과 최후의 결전을 위해 쉬고 계시는 동안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
를 죽일 의논을 한 것이다. 가룟 유다의 제안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
다. 그들은 민란이 날까봐 이번 명절에는 그냥 둘 생각을 하였는데(마 26:5) 조용
히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한 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이런
일이 바로 그 유월절이 표상하는 그 실상을 만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이
루어지는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
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는 일이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을 성
취시키고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은 30은 노
예 한 사람의 몸값이다. 인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은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다. 그
탐욕의 마음에 의하여.

5. 다섯째 날(목요일), 니산월 13일.
이 날 밤은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최후의 교훈
을 주셨으며 피땀 흐르는 기도와 잡히시고 심문 받으신 일이 일어난 날이다. 유대
인의 날 계수법으로는 13일 해가 지면 14일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
찬을 잡수신 시간은 14일이 시작하는 저녁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어나
가면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잡수신 것은 일반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시간이
아닌 때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유월절인 14일이 시작
되는 저녁에 만찬을 잡수신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유월절 14일 해가 질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만찬을 먹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날이긴 하지만 정규적으로 만찬을 먹는
시간이 아닌 때, 곧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것이다.
이때의 장면을 주의 깊이 읽어보라. 얼마나 비장한 장면인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열 세 사람은 준비된 다락방에 자리를 정돈하
여 앉았다. 종일 먼지에 더럽혀진 발을 누군가 씻겨야 했다.
그들 중에는 하인은 없었다. 유대인의 신은 슬리퍼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발바
닥에 흙이 안 묻도록 신바닥을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은 다음 발등에 끈으로 묶는
그런 신이다.
포장 안 된 길을 다니는 동안 발에 뽀얗게 앉은 먼지를 집에 오면 종이 씻어준다.
그들의 식탁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발을 씻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들은 가운
데 상을 길게 놓고 그 주위에 사람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기대 누울 수 있는 의
자 높이만한 좌석을 만든다. 그 좌석에 앉을 때 발은 모두 밖으로 향하고 왼팔은
머리를 받치고 오른 손으로는 음식을 먹는다. 그동안 종은 좌석 밖으로 나와 있는
발을 대야에 물을 떠서 좌석을 돌아가며 씻기는 것이다. 이때는 오른편에 있는 사
람이 머리를 고인 왼팔을 약간만 낮추면 그 왼편에 있는 사람 가슴에 머리를 기대
어 그 품에 안긴 형상이 된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표현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기려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예수님을 못 배웠는가. 3년 반의 세월동안 그들
은 명예욕만 불태우고 있었다.

예수께서 일어서시고 대야를 가져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기기 시작했어도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몰염치한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서글픔을
느끼며 이렇게 오래도록 주를 따라다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 드디어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 그것
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을 취하여 얼마나 가슴 뜨거운 교훈을 주셨는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
요가 없다.
회개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연구하였다.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가 그것
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날마다 담당하시겠다는 약속
을 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발이 먼지나 기타 어떤 것으로 더럽혀질 때 언제든
지 주님 앞에 발을 내어밀면 그 못 자국 난 피 흘리신 손으로 씻어주시겠다는 은
사를 약속하신 것이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다. 죄
의 세상에 죄의 먼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므로 우
리는 날마다 사죄의 호흡을 통하여 주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의 그 손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날마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는 일이다. 이것이 사죄의
호흡인 것이다. 이 사람들만 그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알맞은 빛나고 깨끗
한 세마포가 준비된 자들인 것이다(계 7:14; 22:14; 19:8).
예수님은 세족 예식을 모범을 통하여 친히 세우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
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6, 17).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깨끗하며(엡 4:32)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롬 12:10; 빌 2:3). 이것
이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다(마 11:29).
이 일이 끝난 후 예수님은 그 의미 깊은 만찬 예식을 세우셨다(마 26:20~29; 막
14:17~21; 눅 22:14, 21~23).

예수님은 심히 민망한 마음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선언하셨다. 제
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가룟 유다는 더욱 놀랐을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가
자기의 심정을 예수께 확인하였다. “주여, 내니이까?”(마 26:22) “나와 함께 그
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23 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꼭 지적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순서에 따라 누룩 없는 떡을 과일과 식초를 혼합하여 만든 소스(하로셋)에 찍
어 먹는다. 이때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떡을 소스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사
람이 손을 함께 소스 그릇에 넣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
룟 유다를 지적하기 위하여 하셨다기 보다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 즉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9). 그러므로 이 대답으로 제자들은 누구인지 짐작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물었다. “랍비여 내니이까?” 유다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른 일이 없다. 그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했다. 성령을 계속 거스르고 있었
다(고전 12:3).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한 발짝 앞에 놓고 예수를 향해 마
음을 속이고 질문을 하였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알 수 있을 법
하다. 그러나 원문의 어법은 그렇지 않다. 다른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물은 말
은 “내니이까?”가 아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나는 아니지요.”(
에고

에이미 )이다.

메티

이런 질문에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대답은 네 말

이 옳다는 정도로 해석되어서 ‘너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같이 들렸을 뿐이다.
답답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는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재촉하였다.
요한이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 “주여 누구오니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셨다.
유다는 예수님 왼편에 앉았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풍
습은 이럴 때 떡을 찍어 주는 행위는 지극한 사랑의 표시였다고 한다. 즉 총애한

다는 표였다. 예수님은 아직도 유다를 사랑하셨다. 이 지점을 지나면 유다는 회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초조한 심정으로 그의 그 큰 사랑을 당시의 풍습을 따라 떡
조각에 실어서 유다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는
그 얼굴을 사단처럼 일그러뜨렸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해 버린 것이
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었다. 이미 배반하여 팔
아서 돈을 받았으며, 스스로는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
로 가도록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득의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내가 한 일의 진정한 의도를 아시
고 나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선생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한껏 찌푸렸을 것이다. 그
러나 그 모습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요
13:2) 사단의 모습이 된 것이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위하여 가룟 유다 같은 계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
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 생각과 표현을 한다.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
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운 만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떡
과 잔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2~58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다. 그것
은 죄를 영원히 없이하지 못한다. 새 언약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이다.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는 언약의 피인 것이다(히 9:12~22; 10:1~18;
마 26:28). 이 예식을 행하므로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고전
11:26). 이 만찬을 행하심으로 이제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고 새로운 구속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한다는 말씀에는 재림을 맞을 준비와 관계된 의미
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그때까지 십자가의 효
험은 계속된다. 십자가의 효험으로 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담대히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서 맞을 수 있게 되
는 것이다(요일 2:28).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룬 승리가
재림 때까지 이 지상에서 효력이 있으며 재림으로 그 승리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이제 잠깐 이 만찬을 잡수신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날
짜가 하루나 차이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아주 단순한 이해이
다.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관복음의 기록을 중심
으로 생각을 하면 복잡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결하기 위하
여 본 교회 주석은 세밀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그 도표는 요한복음 13장에 근거
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설명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다.
모세 오경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으나 복음서에는 무교절이
라 하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마 26:17; 막 14:1;
눅 22:1, 7).
원래 유월절은 니산 14일 하루뿐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14일부터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라 부르면서 8
일간을 절기로 지켰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만찬을 잡수셨다고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에 만찬을 잡수시고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
혔다고 기록하여 공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유월절에 만찬을 잡수셨다면
예수님은 무교절, 즉 15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만일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성경에 유월절 만찬 잡수신 것은 유월절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이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잡수셨다고 그 시간을
잘 설명하여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수님의 만찬은 공식적인 유월절 잔치가 아니라 ‘끼두쉬’(Qiddush)라는 설명
이다. ‘끼두쉬’는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애찬으로서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일인데 특히 랍비들은 안식일 시작하는 밤과 유월절 시작하
는 밤에 이렇게 모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모인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성경과 맞지 않는다.
2) 이것은 무교절 첫날과 관련된 만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공관
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어느 쪽도 맞지 않는 얘기이다.
3)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 때문에 정식 유월절보다 하루 앞당겨 만찬을 마련하였
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개인의 사정으로 유월절을 정식 시간보다 하루 앞당긴 일은
없다. 만일 정식 유월절 시간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한 달을 늦추어 지켰다(대하
30:13~22). 그러므로 이 견해도 합당한 견해는 아니다.
본 교회의 견해도 이 견해와 비슷한데, 이 견해와 다른 것은 유대인의 날짜 계산
법이 오늘의 계산과 다르다는데 근거를 두고 설명하는 점이다 .즉 지금은 한밤중
곧 영시부터 하루이지만 유대인의 계수는 해지는 시부터 해지는 시까지이다. 오
늘날 날짜 계수법대로 보면 목요일 해가 져서 밤 12시까지가 목요일 즉 13일이
지만 유대의 계산대로는 목요일 해만 지면 금요일 즉 14일이 된다. 금요일 해가
지면 15일이다. 예수님은 일주일의 다섯째 날(목요일) 해가 진 시간 즉 유대인 계
산대로는 여섯째 날(금요일)인 14일이 시작하는 저녁(요즘 식으로 하면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잡수셨으니 비록 정식유월절 만찬 시간은 맞추지 않았어도 유월
절 날에 잡수셨다는 견해이다. 요한복음 13장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유월절 도표)
그러므로 니산 14일에 잡수셨으니 유월절 날에 잡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
식으로 유월절 만찬은 니산 14일 해 질 때에 양을 잡고 해가 진 후에 먹는다. 히
브리어 성경에는 저녁을 주로 “에레브(br,[,)”라고 하는데, 이때는 해가 지려고 할
무렵이나, 황혼이 드리우는 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 해가 아주 져서 밤이 되었을

때는 아니다. 구약성경에 이 말이 130회쯤 쓰였는데, 주로 저녁이라고 번역되었
고, 해 질 때, 또는 저물 때에,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양을 잡는 시간은 14
일 해가 질 때이다. 여기 ‘때’라는 말은 “벤(@yIB')”인데 ‘사이’라는 뜻이다. “해
질 때”은 “벤 하아르바임”인데 ‘아르바임’은 ‘에레브’의 ‘남성 복수’ 저녁들이라는
말이다. 직역을 하면 ‘그 저녁들 사이’가 된다. ‘하’는 정관사이다. 그래서 어떤 학
자들은 ‘두 저녁 사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해의 더운 기
운이 사그라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두워지는 때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대략 오
후 3시부터 해가 지고 어두움이 내릴 때까지로 생각한다. 요세푸스는 3시에서 5
시 사이라고 말하였다. 어떤 영어 번역은 at twilight 즉 황혼녘으로 번역하였다.
에레브는 황혼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황혼이란 해가 서산에 걸치면서 어둡살
이 내리지만 아직 캄캄해지지 아니한 때이다. 조금 지나면 밤이 된다. 땅거미내릴
때라고 말하는 때이다. 곧 저녁들 사이에 양을 잡고 그 만찬을 먹는 시간은 15일
이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본 교회의 이 설명은 합리적이나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시간과 아주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
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14일 시작하는
저녁에 먼저 만찬을 잡수실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이라고 명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요
13:1).
4)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달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당시 유대 안에 여러 종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종파
마다 사용한 달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 스트
락 빌러백(Strack Billerback)이 쿰란 발굴 문서들을 정리하여 나타난 결과에 의
하여 주장한 것인데, 바리새파의 달력과 사두개파의 달력이 하루의 차이가 있었
다는 얘기이다. 일반 민중은 바리새파의 달력에 의해 가정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
었으나 성전 봉사는 사두개파인 제사장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달력으
로 봉사가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달력대로 목요일

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으나 성전 봉사를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역법대로는 유월
절에 십자가를 지셔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설명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생각해볼만한 연구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된다. 그러나 이런 것
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
정해 주셨고, 예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
하시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 복잡한 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4일이 시작하는 저녁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 처음에는 각 가정마다 양
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칠하는 기념이었으나 이때는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일은
없고 다만 성전에서 잡았고 피는 제단에 뿌렸다. 이 양은 14일 해가 지기 전, 즉
저녁들 사이에 죽였고 저녁에 제단에 드려졌다. 가정에서의 만찬은 미리 준비해
둔 식탁에 해가 져서 어두워진 다음에 식구들이,
1) 손과 발을 씻고 식탁에 둘러앉는다.
2) 첫째 잔에 물탄 포도주를 붓고 “포도를 창조하신 자에게 찬송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축복하고 마신다.
3) 손을 씻고 기도한다.
4) 쓴 나물을 하로셋(과실과 초를 섞은 물인데 조상들이 벽돌 굽던 흙을 상징함)
에 적시어 가족에게 나눠주고 기도한 후 먹는다.
세 개 겹쳐 놓은 누룩 없는 떡의 가운데 것을 찢어서 반은 수건에 싸서 다른데 놓
고 양고기를 손에 들고 기도한 후 먹는다(고기는 살구만하다.).
4) 둘째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어린 식구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묻고 가장은 설명
한다. 먼저 잔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다음 접시의 떡을 들고 자유의
기호임을 말한다. 끝으로 잔을 들고 축복한 후 마신다. 다음에 다시 손을 씻고 다
시 축도한다.
6) 할렐루야 일부를 노래한다. 그것은 시편 113편, 114편이다.
7) 쓴 나물을 취하여 하로셋에 찍어 떡과 함께 먹는다. “천지의 주재 되시는 주
하나님은 이 무교병을 먹는데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찬양한다.

8) 수건에 싸둔 떡 조각을 나누어 먹는다.
9) 셋째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축사한 후 마시고 문을 연다.
10) 넷째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마신다.
11) 할렐루야 이부를 찬미한다. 그것은 시편 115~118편까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 잡수실 때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 듯하다.
요한복음 14장과 공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날 이후 성도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
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예수님의 새로운 순서로 진행시킨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찬 잡수신 후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 주어졌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에서 16장까지이다. 다락방 강화라고 한다.
이 교훈에서 새 계명을 가르치셨다(요 13:34).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은 예부터 있는 계명이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것 같은 사랑을 뜻한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
는 시대의 사랑은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시대의 사랑과 꼭 같을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요일 3:16).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새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쉽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 계명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께서 확인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
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새 계명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결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문제였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알지도 못했다. 절
대로 그렇지 않다고 장담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알지 못
하므로 장담하고는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죽을

지언정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
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순간 베드로는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무척 섭섭했을 것이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우울하였다. 얼마나 비감어린 밤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
셨다. 위로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허락
과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요 14~16장).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
사란 곁에 계셔서 돌보시는 자란 뜻이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나서며 찬미를 부르
셨다. 감람산을 향해 가는 길에 보름달은 교교히 밝았고 예루살렘 도성은 고요하
기만 하였다. 이 밤의 정적 속을 천천히 겟세마네로 가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
였을까. 가는 길에 달빛에 출렁이는 포도원을 보았다. 보름 달 밝은 빛으로 담벼
락에 그림자를 드리운 포도나무 넝쿨을 보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다. 사람이 예수 안에, 예수께서 사람 안에 거하는 비결로
성령이 내재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보증으로 교훈을 마치셨다(요 16:33).
이 다락방 강론을 자세히 읽어나가면 14장은 위로가 주제이고 15장은 연합이 주
제이며, 16장은 승리가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장은 위로가 주제이다.
① 재림의 약속이다(1~3).
② 유일의 길이신 주님과 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
한 것이다(4~14).
③ 삼위일체로 말미암는 지속적인 교제로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다(15~31).
15장은 연합이 주제이다.
①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연합이다(1~15).
② 제자와 제자의 연합이다(12~17).
③ 제자와 세상의 관계인데, 이것은 배치(背馳)이다(18~27).

연합의 요소는 사랑이다. 이런 연합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세상과는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겨서 그들이 회개
하고 제자들과 연합하게 할지언정 제자들이 세상 정신과 세력과 결코 연합하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
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렘 15:19).
16장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승리가 주제이다.
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1~11).
② 성령께서 제자들을 주장하신다(12~15).
③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의 기쁨이 있다(16~24).
④ 완전한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25~33).
위로와 연합과 승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에는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하실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
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요 14:26). 또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요 16:13~15),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
다(요 16:7~11).
가시는 길에 성전을 지나게 되셨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성전 언덕을 물건을 가지
고 신을 신고 발에 먼지가 묻은 채로 들어가지 말 것이며 이곳을 지름길로 삼아서
안 되며 침을 뱉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미 그들 자신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
로 만들었고, 또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도 이 길을 지나셨는지? 그는 절기동안 항상 문을 열
어 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여기서 첫째로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요 17:1~5).
다음은 제자들을 위하여(요 17:6~19), 다음은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다(요
17:20~26).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직분과 선재에 대한 말씀이며 제자들의
보호와 승리를 간구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세

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성공할 것을 위한 기도이다. 이 기도
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결연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다
(요 18:1). 거기 여덟 제자를 남겨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조
금 더 나가셔서 세 제자에게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 돌 던질만한
거리로 더 나아가셔서 엎디셨다. 결전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겟세마네란 말은 ‘즙 짜는 틀’이라는 뜻이다. 일찍이 이사야는 “어찌하여 네 의복
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사 63:2, 3)라고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홀로,
지금 홀로 만민의 죄를 지시고 즙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짜내고 계시다.
도움이 되었어야 할 그 시간에 세 제자는 잠만 자고, 사단의 조롱과 압박은 심하
기만 하였다. 이 세 제자는 이미 변화산에서 이 시간의 실패를 예약했었다. 만찬
자리에서부터 근심으로 눌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도 풀리지
않았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
(눅 22:44). 이 피를 짜내는 기도를 상상해 보라. 누구 때문이었는가? 온 인류, 나
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 그의 어깨 위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광야에서
만났던 사단은 다시 나타나고 예수님의 눈앞에 낙심될 일들만 늘어놓았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의 도망칠 일들이었다. 그렇
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에 가담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못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사단은 아프도록 속삭였
다. 참으로 인류와 우주의 위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눅 22:43). 만일 천사가 돕지 않았으면 이때 예수님은 죽
으셨을는지도 모른다. 그 고통은 그만큼 큰 것이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
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42, 44). 예수께서 마셔야만 할 잔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주 쉽게 단
정하는 것은 십자가의 잔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땀이 피 방울 같이 떨어지는

고통으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라는 기도에는 이것 외에도 깊은 고뇌가 포
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다
(히 1:3).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며(빌 2:6),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
하시는 아버지이시다(사 9:6). 그런 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
과 같이 되셨다(빌 2:7, 8).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은 존재를 상실
하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처지에서 말하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정말
존재 자체를 상실하는 죽음이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라고
충동한다. 그는 원래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자율(自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가. 이제 자율해라.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충동
하였다. 자율,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
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간구하신 것이다. 자율하려는 생각이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사단은 옆에서 계속 충동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를
배반하고 있다. 그는 이 모든 모양들을 보고 겪으면서 아버지와 약속을 무르고 자
율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 충동, 이 욕망(欲望)을 떨쳐버리기 위
하여 간구하셨다.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그래야 지구가 구출되고 인류가 구
원되며 우주가 화평하게 되고 온 우주에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 순간 자율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 자
존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도 사라질 것이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
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 방울 같이 되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근심에 눌려 피곤하여 잠에 골아 떨어졌다. 세 번
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그는 승리하셨다. 자기를 비운 것을 끝까지 비우
시기로 굳게 하신 것이다. 자율하지 않고 태초에 하셨던 약속대로 아버지의 원대
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었다.
드디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끌고 왔다. 이제는 어두움의 세력
의 시간이다. 이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유다는 예수께 입맞춤으로 예수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친구의 인사를 통하여 선
생을 팔았다.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마 26:50)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아마도 유다는 이 일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는데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득
의의 미소를 흘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하였다. 예수님은 나서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는
가?”라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로라.” 그 때 잡
으러 온 자들이 엎드러졌다(요 18:6). 이 광경을 보던 천사들이 더 참지 못하고
번쩍이는 섬광으로 예수님과 군사들 사이를 가로 막았을 때 그들은 그 영광을 감
당치 못하고 엎드러진 것이다. 주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위험한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먼저 나서
신 것이다. 제자들이 안전히 이 위험한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내로라하고 나서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광경을 그냥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
님에게 제재(制裁)를 받았다.
이런 순간 가룟 유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리라. 드디어 예수의 권능이 그 대적
들을 멸하고 왕권을 세우는 줄 생각하였으리라.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천사들은 돌아가고 다시 누구를 찾는지 확인하신 다음 “너
희에게 내로라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요 18:8)고 요구하셨
다. 얼마나 자상한 배려인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세심한 성품을 보라! 베드로는 더 견디지 못하는 격정으로 말고의 귀를 쳤다
(요 18:10).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도우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 예수님은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눅 22:36~38). 그의 제자가 11명이나 있고 싸울 무기도 있
다. 아니 그보다도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마 26:53). 예수께서 잡히신
것이 무력(無力)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구속(救贖)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하신 것이다(요 10:18).
베드로가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한 바로 그때였는
데 그 시간에는 잠을 자고 주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 순간에 폭력
으로 주님을 도우려 하였으나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

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귀를 깎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마 26:52)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
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도 간접으로 교훈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 가셨다. 혼자 잡혀 가신 것이다(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1). 이때가 아마 밤 11~12시쯤 된 시간인 듯하다.
예수님은 마침내 한밤중에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첫 심문을 받으셨다
(요 18:12~24).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심문하였다(요 18:19). 안
나스는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슨 반국가 음모를 꾸몄는가 하는 것
을 캐내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또 교훈에 대하여 물은 것은 어떤 반국가 사상을
가르쳤으며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는지 교묘한 어법으로 질문
하여 무심중에 정죄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당하게 대답하셨다. 그분은 비밀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안나스는 자기의 의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송치하였다.
6. 여섯째 날(금요일), 니산월 14일.
1) 재판 받으심
예수님은 오늘날 시간 계산법대로는 금요일 새벽 1시경에 안나스의 집에서 심문
을 받으신 것 같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 두 단계의 재판이 진행되어야 했다. 하나는
유대의 공회에서 재판 받아야 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판결한다. 다
른 하나는 로마 정부의 재판이다.
이것은 로마 총독이 주관하였고 사형 판결은 여기서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재판 받은 순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나스 앞에서, 새벽 1시~2시경.
(2) 가야바 앞에서, 새벽 3시경.

(3) 공회 앞에서, 새벽 4시경.
사형에 관계되는 재판은 밤에 하지 못하도록 미쉬나에 규정되어 있다. 그들은 예
수님을 기어이 죽이려고 이 법률을 무시하였다.
(4) 빌라도의 첫 번 심문, 5시경.
(5) 헤롯의 심문, 헤롯의 군병들이 조롱하고 핍박함. 5시 30분경.
(6) 다시 빌라도의 심문, 6시 30분경.
(7) 군인들의 조롱 매질, 7시경.
예수님은 만찬 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 피 짜는 고민의 시간
을 지내셨다. 그는 기진맥진 하셨다. 그러나 이 재판에는 동정도 긍휼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종 평온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재판장 같고 그들이 죄인같이
보였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질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예
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 이것이 공
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다(마 26:63~68). 예수님은 당신의 실상을 정직히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 정죄되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서
야 자신의 계획이 빗나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재판 석 앞으로 맹렬히 나갔다. 그
리고 은 30을 도로 내놓고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부르짖었다. 그제야 그 새벽 법
정에서 비록 소수의 방청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이 잡힌 이유를 알게 되었다.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잡힐 것이라고 군중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다. 그런데 그 제자가 선생을 판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왔다. 창백한 얼굴로 그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주님의 눈, 그 긍휼의 눈, 그러나 유다에게 은혜의 문은 그 떡 조각을 찍어준 일
후에 이미 닫혔다. 그는 터질 듯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미친 듯이 뛰어나
가 목매어 죽고 말았다. 아! 슬픈 인간의 욕심이여! 헛된 인간의 계교여!
베드로는 무서웠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한 사실이 있지 않는가. 체면
이라도 세워야 할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역죄로 잡혀가다니.
그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자기도 반역의 무리
에 속했다는 사실로 잡아가면 면할 도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무리 중에 섞여서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서 안나스의 뜰에 들어섰다. 먼빛으로 재판하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분에게 잡혀
갈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석방이 된
다면 예수를 맞으러 제일 먼저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기대로 그가 재
판하는 안나스의 뜰에 슬그머니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앞에서 제지를 당한 것 같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
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
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
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
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
서 쬐더라”(요 18:15~18).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
한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가 문에 들어섰을 때에 문
지키는 그 여종이, 그 여종은 아마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베드로를 주시하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하고 물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엉겁결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안나스가 심문을 마치고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는
또 거기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그는 또 다른 여종에게 지적을 당하였다. 마침내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
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눈에 담긴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자애로운
눈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가슴을 쳤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거기를
빠져나와 울면서 달렸다(눅 22:54~62). 그가 실컷 울고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곳에 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송되었다.
그 새벽 곤하게 자고 있는 빌라도는 얼마나 귀찮았을까. 아마도 밝거든 재판 하겠
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빨리 판결해야겠다는 제사장들의 성화에 빌라도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법정을 열었을 것이다. 얼마나 고약한 죄인일까? 그러나 거기
서 있는 죄수는 너무나 고상한 모습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즉각적으로 그가 죄
없음을 느꼈다.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이 무죄한 자의 재판을 피하고자 헤롯에

게 이송하였다. 헤롯은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
에 기쁘게 맡아서 무슨 이적 행하기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잠잠하기만 했다. 이
적은 호기심을 채우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헤롯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
해 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다. 기대가 어긋나자 희롱하고 매 때려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맡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는 예
수를 석방하려고 꽤나 애쓴 것 같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호되게 매질하여 사람들
이 보기에 동정할 수 있도록 심히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사람
들 앞에 내세웠다.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었고 홍포 입은 그의 모습은 이마에
흐르는 피, 온 몸에 매 맞은 상처 자국, 참으로 천만인의 동정을 얻기에 합당한 처
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이 야수 같은 무리들의 피를 흘리고 싶은 야
성을 충동하여 더 필사적이 되게 하였다. 빌라도는 자기의 의도가 좌절되자 마침
내 바라바와 교환 조건을 세웠다. 바라바는 민란을 꾸미고 살인한 난폭한 죄수였
다(막 15:7).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고함소리가 터질 줄을.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 밤 꿈을 전하면서 저 의인을 상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므
로(마 27:19) 총독은 고민이 컸으나 그는 결단력이 없었다. 기어이 놓으려는 애
씀이 보이자 드디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고 위협하였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 19:5). 이 사람 예수, 그는 사람의 아들 대신에 십자가
의 구속을 위하여 못 박혀야 하였다. ‘바라바’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찌하랴(마 27:22). 이것은 빌라도의 고민이었다. 그런
데 어찌 빌라도의 고민뿐이랴. 예수는 항상 모든 인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도전
자로 서 계신다. 그대는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왜 그렇게 재판을 서둘렀을까.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① 공개적으로 절차대로 재판하면 백성들이 예수 편을 들어 그들의 의도가 좌절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② 엄밀히 조사되면 무죄가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미리 막기 위하여.

③ 공회원 중에 예수 편을 드는 자가 참석하여 자기들 의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까봐 그것을 막기 위하여.
④ 모순된 증인들이 출현하여 그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
에.
예수님은 꼭 죽이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다만 형식적인 재판을 받았을 뿐이었다.
제자들은 어찌되었는가?
성경의 기록은 두 제자만이 재판정에 따라갔다(요 18:15~17).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요한에 대하여 다른 기록은 없으나 베드로는 대제
사장의 법정에서 세 번 예수를 부인하였다. 관념은 위협적인 현실 앞에 힘이 없었
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칼까지 휘둘렀던 베드로가 아니었던가. 계집종의 질문에
그렇게 위축되다니! 예수께서 미리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 기도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속 효
과가 있었다. 예수님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를 동정과 연민,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보셨다. 그 눈! 그 용서가 역력한 눈! 마침 베드로와 마
주쳤다. 앞에서도 잠깐 말한 대로, 베드로는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베
드로는 마치 무엇에 홀려 정신을 빼앗겼던 자가 제정신을 찾듯이 깜짝 자기를 발
견하고 책망보다 용서를 보내는 그 눈에 의하여 겟세마네로 튕기듯 달려갔다. 거
기서 그는 통곡, 통곡하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건져주었다. 지금 그 같
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2) 십자가를 지심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에게 넘겨졌다(마 27:31~44;
막 15:20~32; 눅 23:26~49; 요 19:17~37).
예수님은 심히 쇠약하여 있었다. 그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비
틀거리며 걷기 시작하셨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
다. 그러나 60~70Kg이상 되는 인체를 달고 견딜 수 있을 나무라면 꽤나 무거웠
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관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30관이면 113kg쯤 된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파티불룸’만 약 40kg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스티페

스’는 더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무게가 113kg쯤 된다는 말이 사실
일 가능성이 크다. 엄청 무거운 짐이었다.
이 십자가의 세로로 세우는 나무를 ‘스티페스’(stipes)라고 부르고 가로지르는 나
무를 ‘파티불룸’(patibulum)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스티페스’는 형장에 미리 세워
놓고 ‘파티불룸’만 죄수가 운반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티페스와 파티불룸을
합쳐놓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다. 오늘날 관광객들에게도 개방되
어 있는 십자가의 길은 매 금요일마다 기독교 각 교파들이 순례를 하는데, 그 길
이가 대략 800m쯤 된다.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신 길
을 ‘비아 돌로로사’(Viadolorossa), 즉 ‘고난의 길(혹은 슬픔의 길)’이라고 부르며
지금은 그 길을 예수께서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따라 14
정류소로 나누어 놓고 있다.
첫째, 빌라도의 법정.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셨다.
둘째, 군병들이 예수께 가시관을 씌운 자리.
셋째, 예수께서 첫 번 넘어지신 곳.
넷째, 예수께서 어머니를 만났다는 곳.
다섯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
여섯째,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피 흐르는 얼굴을 닦아줬다는 곳.
일곱째,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여덟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곳.
아홉째, 세 번째 넘어지신 곳.
열째, 예수께서 옷 벗김을 당한 곳.
열한째, 손발에 못이 박힌 곳.
열두째, 십자가를 세운 곳.
열셋째, 십자가에서 내린 곳.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고 한다.
열넷째, 예수님이 묻힌 곳.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훗날에 교회가 짐작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교
회는 물론 카톨릭 교회이다.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흔적을 좋아하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감각적인 것
을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네 사람의 로마 병정들의 중앙에 포위
되어 있었다. 그들 앞에는 검은 글씨로 죄명을 쓴 희게 회칠된 팻말을 든 자가 걸
어갔다. 죄인은 십자가에 처형될 장소까지 가능한 한 번화가를 택하여 걷게 하며
사람이 많이 사는 골목을 돌아가게 한다.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였다. 죄수가 버티거나 쓰러지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
리 쳤다. 로마의 채찍질 이상으로 혹독한 고통은 거의 없었다. 채찍은 쇠 조각이
나 뼈 조각을 끝에 매달아 놓은 가죽 채찍이었다. 이 채찍에 자기의 정신을 잃지
않고 견디어낸 사람이 없었다.
그 쇠약하여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 못하여 쓰러지는 예수님을 그 로마 병정들은
사정없이 바로 그런 채찍으로 내려쳤다.
오!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이미 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채찍으로 그렇게 맞았는데!
쓰러지고 또 매 맞고 위에 말한 대로 그러기를 여러 번, 로마 병정들도 인간이었
다. 일말의 동정이 일어났다. 그들은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하나가
동정과 연민이 가득 어린 눈으로 그 참혹한 장면을 보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끌어내었다.
그는 당황하였으나 그도 로마 식민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마 27:35; 막 15:21; 눅 23:26). 로마인은 식민지 백
성 누구든지 5리를 동행시킬 권리가 있었다(마 5:41).
이 구레네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다. 이 때 그는 아마 불쾌하
였으리라. 그러나 그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생각했겠는가! 그때 그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
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
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
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 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소망 742).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 좋은 지도자들
이 되었다(롬 16:13).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고통의 광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며 따라왔다.
그 자비의 얼굴에 흐르는 저 피, 저 채찍에 터진 몸, 정에 사로잡힌 여인들이 울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죄 없는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이르렀거
든 죄의 도성 예루살렘과 회개 없는 그 백성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 일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과 그 거민은 참으로 회개하여야 하였
다. 그들에게 AD 70년에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보다 영혼의 심판은 더욱 중
할 것이다(눅 23:27~31).
‘골고다’ 이것은 히브리말이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kranivon)’이며 ‘갈바리’
(Calvaria)는 라틴어이다. 뜻은 해골이다.
그 언덕의 생긴 모양이 해골 같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는 학
자들도 있고, 죄수들을 처형하여 해골들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
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형장에 도착하자 옷을 벗기우고 십자 형틀에 누인 다음 힘센 장정들에
의해 사지가 팽팽하도록 당겨져서 못이 박혔다. 그래서 늘어졌던 근육이 수축하
면 못 자국이 찢어진다.
만일 발 받침대(Saddle-안장이란 뜻)가 없으면 죄수는 그 못 자국이 찢어져 떨어
진다.
이렇게 못 박을 때 죄수의 옷은 그를 못 박는 자들의 수당으로 주어졌다. 그새서
예수의 옷은 나누었고 그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 차지하는 자
의 것이 되었다(마 27:35; 막 15:24; 눅 23:34; 요 19:23, 24).
죄인을 이렇게 못 박을 때 못 박히는 죄수들은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반항하고 욕
을 퍼부어댄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온유하게 그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신음을 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
을 퍼부었다. 그런 모습에 고무되었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는 말을
퍼부었다. 또 둘러서서 처형하는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조롱하였다(마

27:40~49). 그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은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하던 말과 흡사
하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고 한다. 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이 있다. 마귀가 한 말과 꼭 같
은 말이다. 덩달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
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
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마 27:42, 43). 여기도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둘러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마 27:47, 49).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이 두 번 있는 것도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한
것과 같은 수이다. 광야에서나 십자가에서나 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던
때이다. 유혹자는 언제나 사람이 약한 때를 틈타서 유혹의 화살을 쏜다. 그리스도
인은 항상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조롱과 상처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용서와 동정과 사랑의 말씀을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가상칠언이라 하여 기억하고 있다.
가상칠언(架上七言)
이제 가상칠언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비신 기도이다.
일찍이 이사야는 그의 글에서 이 일을 예언하였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 53:12).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친히 교훈하셨고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 교훈을 실천하셨다. 이 기

도는 스데반에 의하여 계승되었다(행 7:60).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로 장엄하기까
지 한 장면이 아닌가. 이 기도는 모든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비신 기도이기도 하
다.
둘째,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이 말씀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신 허락의 말씀이다.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 자가 그 좌우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들은 다른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를 욕하였다(마 27:44). 사단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폭도들 중
에서 선동하고 있었다(소망 746 쪽). 마치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
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시험하였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번 무너지고 인류는 영원히 사단의 수중에서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조
롱과 모욕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가르고 사방으로 퍼졌고 고통 중에서 함
께 예수님을 욕하던 한 강도의 귀를 울렸다. 주의 말씀은 항상 열매를 맺는다(사
55:10, 11).
이 강도는 전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악한 동무들과 종
교 지도자들의 거짓에 속아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절
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으로 상봉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큰 감명과 함께 전에 예수를 만나고자 애썼던 때가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
치고 지나갔다. 이분이 바로 구주시라는 확신이 가슴을 떨리게 하였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를 욕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라고 기도하였다.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된 것이다.
여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그 강도는 예수와 함께 그
영혼이 그날 낙원에 갔다고 설명하며 영혼 불멸설을 증거하는 성경구절로 인용한
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강도는 “예수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였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그날 하신 것이다.

“오늘 너에게 약속한다. 그 때 네가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란 뜻이다. 원문의 구
두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문을 적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구절은 이렇
게 기 록되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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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오늘 너에게 말한다.”가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날 그 행악
자에게 장차 영원한 낙원에 예수께서 그와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을 확약하신 것
이지, 그날 십자가에서 낙원으로 함께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헬라 원문 성경은 처음부터 구두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문자로 되지도 않았
다. 띄어쓰기도 없이 대문자로 적혀있다. 이것을 뒤에 정리하면서 띄어쓰기, 구두
점 등이 갖추어졌다. 이 말 ‘아멘 소이 레고 세메론 메테무’는 “진실로 너희에게
오늘 말한다(약속한다).”가 된다. “오늘 나와 함께”라는 표현은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믿음대로 구두점을 찍은 데서 온 실수이다. 예수님은 즉시 그
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강도와 예수님이 그날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도
록 동시에 운명한 것도 아니다(요 19:32, 33).
예수님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마 12:40) 요나의 표적을 들어 확
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당일에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다.
3일 간 땅속에 계셨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시간도 그 행악 자와 같지 않다. 두 행
악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은 병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행악 자의 다리를 꺾는 그 순간에 행악 자가 즉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행악 자가 낙원에 갈 수 없었다. 행악 자
의 요구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강도가 왜 “당신의 나라”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죄 패
에 쓴 ‘죄목’을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마도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는 죄 패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죄 패에 “유대
인의 왕”이라고 썼다. 왕이면 그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그의 요

청에 ‘내 나라에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시므로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낙원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밝히신 것
이다.
예수님은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이 장면은 개인
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응답하시는 확실한 증거이다.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6, 27).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다. 이 고통 중에서, 그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어머니를
위하여 최후의 조처를 취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으로 보인다. 그 시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별세할 때까지 모셨다.
이것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취하신 예수님의 조처인 것이다. 가상칠언 중
에 처음 세 마디는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인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생
애의 모습을 얼마나 뚜렷이 나타내신 장면인가.
넷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막 15:34).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그
순간 죄 자체가 되어(고후 5:21)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절감하고 부르짖는
절규이다. 이 때 어두움이 십자가와 온 유대를 내려 덮었다. 그 배후에서 성부도
함께 고통을 체험하셨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말씀하신 해산하는 고
통(창 3:16)의 실상이요, 모리아 산에서 겪은 아브라함 부자(父子)의 고통(창
22:1~13)의 실상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죄가 소멸되는 고
통을 취하심으로 이제 죄는 바야흐로 처리되고 있었다. 완전히, 완전히 다시는 기
억되지도 않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의 부르짖음이다. 그는 인간이었고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
으로(롬 5:14; 고전 15:45) 죽으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갈증이 극심히
임했으리라.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생명을 버리고 있는 순간이니까. 생명 자
체가 생명을 버리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둘 째 사망을 당하시는
중이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죽음, 곧 악인들이 당해야 하는 둘째 사망이
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신 분께서 지금 그 생
명을 잃고 있는 목마름인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 죽으셨고 인자로서 영생의 생명
으로 다시 사셨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요 19:28).
이제 죄는 처리되고 사단은 영원히 졌다. 사단의 정체는 우주 세계에서 완전히 폭
로 되었다. 온 우주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였다.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던 그 사단이 주장이 완전한 거짓임이 이제야 온전히 그 정체를 드
러내었다. 온 우주는 예수의 피로 의혹 없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다 이
룬 것이다(롬 5:8; 3:25, 26 등 참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심판이 끝날 때 즉 일곱 재앙이 끝날 때와 신천 신지가 완성
될 때 다시 말씀하실 것이다(계 16:17; 21:6).
이 후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사 11:9).
일곱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 언제나 그랬었지만 그러나 이 순
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욱 존재와 관계있는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다. 그가 이제 생명과 존재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는 지금 아담을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주관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
님은 부활의 아침에 아들을 살리신 것은 재창조의 신비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
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
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그 아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 부르심에 구주 예수
님은 무덤을 뚫고 일어나 나오셨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롬 8:11)이시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
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17, 18)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권세에 의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안지셨어도 죄 짐으로 인하여 죽으실 수 있었다. 겟세마
네 동산에서 천사가 돕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가 힘을 돕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 때문만이 아니었다(요
10:18). 그는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하여 사단의 정체와 그의 주장의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온 우주 앞에서 영원히 정죄고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났으며, 사단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
었고(히 2:14), 온 우주가 사랑으로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3) 장사지냄
그날은 제칠일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겹친 큰 안식일의 예비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지 않으려고 치워주기를 빌라도에게
부탁하였다. 그래서 파견된 군인이 예수님께 와보니 이미 죽으셨다. 다른 두 죄수
는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다리를 꺾었다.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아직 죽
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한 몸으로도 도망을 하려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을 때까
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
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러자 물과 피
가 쏟아졌다. 이것은 심장이 터져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다. 그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함이 뒤덮
었으며 그 후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운명하시어 성전 휘장을 찢었다.
유월절은 이제 영원히 성취되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았다(출 12:46). 이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
는 것이었다. 과연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시므로 뼈가 꺾이지 않았고(요 19:36)
그 옆구리가 창에 찔림으로 스가랴 12장 10절의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

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
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맡아 어둡기 전에 그 골고다 가까이 있는 요
셉의 묘실에 장사지내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이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이다(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1~42).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평소에 예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부활할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지키
기를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마 27:62~66).
그러나 이 조처로 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그 대적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되었
다. 사단은 잘 조처한다고 하였으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십자가와 관련하여 흑암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
들임을 고백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죄수로 잡혀온 후의 모든 거동을 유심히 보며
굉장한 감동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한 강도와 백부장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에
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례가 끝나고 안식일이 왔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기는 고요한 시간, 더러는 불안으로, 더러는 믿음으로, 더
러는 근심으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맞이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의 그 큰 역사의
전환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눅 23:54~56).

제 14 장 완전한 승리
1. 부활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불안하였다. 유월절 희생으로 죽임당할 양들이
바로 그 잡힐 시간에 어떤 강한 힘에 의하여 달아났다. 흑암은 서서히 걷히고 조
금은 정신이 들 것 같은데 성전 휘장 그 두껍고 높이 달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
래로 찢어져(마 27:51) 민중에게는 영원한 비밀이었던 지성소가 공개되었다. 이
일이 어찌될 것인가? 그는 정말 부활할 것인가? 파수꾼을 보내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그것이 얼마나 무력할 것인가? 안식일은 여전히 말없이 지나가고 있었
고 백성들은 무교절 절기를 항상 하던 대로 지키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그 아침, 역시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사랑했던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
을 가지고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를 염려하며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
는 주검보다 두려운 빛나는 영광의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은 굴러 나갔고
파수꾼은 이미 없었다. 천사는 자비와 동정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
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 24:5). 여자들은 어리둥절했
을 것이다. 천사는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
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
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
24:6, 7).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상기하
였다. 그들의 놀람과 기쁨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분명히 살아나신 것이다(마 28:1~20; 막 16:1~20; 눅
24:1~53; 요 20:1~31).
위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눅 23:46).
여기에 “영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푸쉬케(yuchv)”가 아니고 “프뉴마
(pneu'ma)”이다. 이것은 거의 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생명을 의미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신(히 2:9)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주신 권세대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셨다(요 10:18).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께
받은 권세대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성부의 부
르심에 의하여 일어나 나오신 것이다. 이 이치는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도 동일하
다. 이미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요 5:24, 25; 요일 5:12, 13).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골 1:1~4). 그날 예
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 생명은 잠자는 성도를 부활로 일으킬 것이다.
신학자 웨스트코트(Westcott)는 예수께서 부활한 아침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과 만나게 된 시간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아침 5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하여 곧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고함(요
20:1).

5시 30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부인들 도착. 천사를 봄(마 28:1~5; 막
16:1~5).
6시: 요안나와 다른 부인이 무덤에 이름, 두 천사를 봄(눅 24:10).
6시 30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이름.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남(요
20:3~13). 다른 부인들이 사도들에게 전함(눅 24:10).
7시: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요 20:14~18).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이
심(마 28:9).
웨스트코트가 이렇게 정리하였으나 그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이 기록들은 같
은 사실이 중복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언제 그 무덤을 방문했는지 그 차
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며, 이런 기록들은 부활한 사실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주변 사실들인 것이다.
부활은 신앙의 기초이다(행 17:31; 고전 15:13~19). 만일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완전한 정복이며 모든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이다(엡 2:1; 행 23:6).
예수님은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최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은 이렇다. 그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4). 만일 그가 부활하
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 아들이실 수가 없다. 그도 죽고 나도 죽으므로 꼭 같이
사망에 매인 존재인 것이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살아나시는 일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내가 너를 낳
았다”(시 2:7; 행 13:33)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로 아들 되신 것처럼 우리
도 예수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눅 20:36). 예수님의 위
의 선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선포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행 2:31, 32; 13:34, 35). 그
러므로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된 것이다(행 2:26).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한 것처럼(신 34:5, 6) 예수님의 시체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감추

어지고 다만 영으로만 부활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육체 -이 말은 “살크
스”(savrx)로 실제적 육체를 뜻한다.- 가 희망에 거한다 하였는데 그 희망의 내용
이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눅 24:37~43)고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으며 모세의 시체는 미가엘이 가지고 간 것이 확실하며(유 9), 그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변화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 부활한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빌 3:21).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할 것이다(빌
3:21).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여
기 단어들을 살펴보면 “죽임을 당하시고”는 “qanatwqei;"따나토떼이스”로서 수동형
이다. 그리고 “육체로는”은 “사르키(

)”로서 여격이다. “살리심을 받으

셨으니”라는 말도 수동형으로 “zw/opoihqei;"조오포이에떼이스”이고 “영으로는”이라
는 말도 “프뉴마티(

)”로서 여격이다. 이 문장은 완전히 수동형 문

장이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은 살으셨으니”가 아니라, “육체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영에게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쓴 편지서에 이 표현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아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다섯 번이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에 대하여 설교한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육신 즉 죄의 존재들, 법 없는 자
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한다(행 2:23; 3:14, 15;
4:10; 5:30; 10:39, 40).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초 위에 이
구절을 이해하면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
는 말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해 받으신 후 확실한 많
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행 1:3).
그 증거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막다라 마리아에게

(요 20:11~18; 막 16:9~11)

2) 다른 여자들에게

(마 28:9~10)

3) 베드로에게

(눅 24:34)

4)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눅 24:13~32; 막 16:12)
5) 도마가 없을 때

(눅 24:36~39; 요 20:19~23)

6) 도마와 함께

(막 16:14; 요 20:24~29)

7)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 21:1~23)

8) 갈릴리 산에서 500 (마 28:16~20; 막 16:15~18; 고
명에게

전 15:6)

9) 야고보에게

(고전 15:7)

10)감람산에서 승천하 (막 16:19, 20; 눅 24:50~53; 행
실때

1:1~11)

11) 바울에게

(행 9:3; 고전 15:8)

12)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셨다(행 10:40,
41). 이것이 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조건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의 실체를 보이시는 것이 가장 합
당하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계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마 16:17).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그를 대적하던 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대적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은 복수
할 생각이 없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벧전
2:22~24).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야 예
수님을 보는 것이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말씀을 설명해 주심
으로 부활의 실체를 보게 하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6:30, 31). 그러
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부활하
신 실체로 나타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며, 유

령이나 혼백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공포에 질리면서 헛된 소문
을 퍼뜨렸을 것이 확실하다. 지혜가 무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아닌가.
이제 부활의 증인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제자들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공언하였다(행 2:32). 이들은 부활을 확신하였고 그래
서 그렇게 담대하고 활기가 있었다.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
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태도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들의 상태를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스스로 속았다. ② 거짓말을 한다. ③ 진실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겠
는가?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바울은 부활을 인하여 고
난과 심문을 당한다고 하였다(행 23:6).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리스도교가 벌
써 무너졌을 것이다.
둘째,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나 부활에 대하여 조처한 사실을
보면 그들의 당황하고 그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게 된다. 그들은
파수꾼에게 돈을 주고 파수꾼들이 잠든 동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하였
던 것이다(마 28:11~15).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① 잘 때 된 일이면 훔쳐간 줄 어떻게 알 것인가?
② 파수꾼이 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야단을 치고 처벌했을 것이다.
③ 제자들이 훔쳤다면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그들이 자제들도 잡아 죽였을 것이
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요제일의 성취이다. 니산월 16일은 처음 익
은 곡식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절기이다(레 23:9~14).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표상하는 절기이다(고전 15:20). 이리
하여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다시 이 땅에서 지킬 필

요가 없는 것처럼(눅 22:14~16), 예수님의 부활로 요제일도 이루어졌고 다시 지
킬 필요가 없다.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폐한 절기 요제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들은 율법에 멍에를 메는 것이다.
유월절은 십자가로, 요제일은 부활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나팔절은 대 재림
운동으로, 대속죄일은 조사 심판의 시작으로 다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다. 이런 것
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실상으로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골 2:17).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루
어질 장래의 일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그것
을 표상하는 제도를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이런 것
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래서 ‘몸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따른 이적들이 있고 그것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흑암이 덮였다(눅 23:44, 45).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날은 유월절
곧 음력 14일 밤 곧 보름이기 때문에 일식이 될 수 없는 저녁이다. 그러므로 일식
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의 빛을 거절한 인류의 영적 상태를 자연 현상을 통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요 3:19). 모든 조롱하는 자들이 두려움에 싸여 조용하였다.
이 흑암은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준다(출 20:21).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흑
암이 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접하지 않으므로 살
게 하는 은혜의 상징이었다. 이 흑암은 인간의 죄의 깊음과 그 깊음 때문에 신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② 예수님은 창조주임을 증거한다. 자연계도 창조주의 운명을 애도한 것이다.
③ 예수님의 수난의 참상을 잠깐 가리어 줌과 동시에 그 죄의 무거움이 어떠함을
보여준다.
둘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눅 23:45; 마 27:51).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히 10:20)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만인 제사장 직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모든 구약적 상징이 종결된
것을 보여준다. 다니엘서의 70 이레의 예언에서 마지막 이레의 절반이 되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예언이다(단 9:27).
여기 금지한다는 말은 “샤바트”인데, 쉬게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속죄를 위하
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벼운 부담도 아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
용이했을는지 모르지만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이런 일을 수행하
는 일은 참으로 고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표상적
인 제도를 완성하시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이런 표상적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으로 그 모든 표상보다 실제적이고 확실한 효험이 있
게 된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다.
셋째, 땅이 진동하였다(마 27:51).
이것은 심판의 모습인데 세상 임금이 하늘과 땅에서 심판을 받아 온전히 쫓겨난
것을 뜻한다(눅 10:18; 요 12:31).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시험의 광
야에서 이 지구는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감히 예수님께 주장하였으나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것
이다(요 3:14). 광야에서 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놋으로 뱀을 만
들어 장대에 달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문 뱀이 그렇게 죽고 이스라엘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리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14). 이 상징은 예수께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실제에 있어서 사단이 그 머리를 상하여 영원히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히 2:14). 이런 심판의 사실을 땅이 진동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넷째, 무덤들이 열렸다(마 27:52).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보여준다(히 2:12~14). 사단이 심판받음으로
사망에 매였던 자가 풀려나온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심으로 끝 날에 다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
망이 이김에게 삼키게 된 것이다(고전 15:54). 이전에는 사망이 가장 강한 것 같
아 보였으나 이제는 생명이 참으로 강한 것임을 증거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과 음부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무덤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
다. 그래서 최후에 멸망 받을 원수가 사망이며(고전 15:26), 사망과 음부가 마침
내 불 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나온 것은 이것을 조금 맛보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고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섯째, 무덤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요 20:6~8).
이것은 부활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증거물이다.
예수님의 옷은 제비뽑아 갔고(마 27:35) 나눌 수 있는 옷은 나누어 갔으므로(요
19:23)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를 지셨으며 장례 지낼 때 향품을 바르고 정
한 세마포로 쌌다(마 27:59; 요 19:40).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마포와 수건을 무덤 안에 남겨 두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입었는가? 그분은 변화산에서처럼 영광을 입으
신 것이다.
이 세마포와 수건이 무덤에 남아 있는 것은 부활한 자의 신령한 몸은 이 세상 물
질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아지고 영
광을 입을 것이다.
토리노 성의라는 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다. 예수님의 수의(壽衣)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의 수의가 참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모를 일이고 또 그렇
게 보관되어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도록 두신 분이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만을 신
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항차 죽은 몸을 싼 수의가 무엇이 대단하여
그렇게 야단들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 수의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고
이마의 가시관 핏자국과 손목에 못을 박은 흔적 등 모든 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 싼 것이다. 그 기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사진과 함께 실린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몸을 싼 수의와 머리를
싼 수의가 따로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
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요 20:6, 7). 그렇다면 토리노 수의는 예수님의 수의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한 수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뒤로 내려 덮은 모양이기 때문이
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의 진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별 하려고 하기 전에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진품이라 하더라
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당에 그 수의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며 그것이 왜 성
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자칫 그것은 기념품이 아닌 우상이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성도가 부활하여 보였다(마 27:52, 53).
예수님은 그의 부활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던 성도들을 탈
환, 석방하셨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시 68:18)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엡 4:8).
이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의인들의 부활을 실증해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한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날 그 영광의 날에 모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처
럼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이 부활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실상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지금도 하늘에서 영광의 봉사를 하고 있다. 24 장로는 이 무
리들 중에서 나왔으리라.
2. 디베랴의 연가
요한복음 21장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이다.
이 장을 요한복음 부록이라고 흔히 말한다.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사도와 같이 디베랴 바다 그 익숙한 일터에서 다시 그물질
을 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을 것은 너
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베드로는 대신이 되어 세상살이가
걱정이 없었을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살아갈 방도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
을 다시 찾았을 것이다. 아마 이 때 베드로의 심정은 누가복음 5장의 그것과 흡사
하였으리라. 실의와 좌절에 어둔 밤 동안 빈 그물질만 하던 그 새벽에 주님이 언
덕에 서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하셨다. 배 오른 편은 주님이 서계
신 편이었다. 그리고 153마리나 잡았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였다.
그 새벽 바닷가에는 숯불이 피어 있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7제자가 조반을 말없이
나누어 먹었다. 마치 그 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시간을 회상
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 이상한 감흥이 마음을 적시고 있을 때 드디어 주님은 베드
로에게 질문의 입을 여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같은 질문이 세 번 반복되었고 같은 대답이 세 번 반복
되었다.
그러나 원문의 말은 조금 다르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ajgavph)” 하느냐
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리아(filiva)”한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세 번째는 예수님
도 필리아 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이 두 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
에는 주로 아가페가 사용되었고, 필리아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자들
은 아가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사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
이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무튼 굳이 구별해본다면 아가페와 필리아를 다음처럼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아가페는 대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에 의해 사랑하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필리아는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데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한
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아시는 일에 대하여 확
신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였다. 이미 서론부에서 말한 것처럼 안다는 말의 두 단어
오이다(oi\da)와 기노스코(ginwvskw)를 다 사용했는데 이 뜻은 곧 ‘주님의 전지
(全知)하심에 의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또한 지금까지 나를 경
험하신 일로도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말이다.
물론 베드로는 이때에 처음으로 “오이다”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먼저 두 번 대답
할 때도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 즉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21:15, 16)라고 대답할 때 “아시나이다”가 “오이다”이다. 예수님의 전지성
(全知性)을 인식한 대답이다.
베드로의 세 번째 이 대답은 아주 옳다. 이제 진정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
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말은 아직도 자신을 몰랐을 때 했던 말이었다. 그는 세 번 부
인하였으나 이제 세 번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였다. 그가 선택한 말은 아가페가 아
니고 필리아였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으신 분으로 깨달
은 것이다. 이제야 그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실현 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
로 가오리이까.”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으신 분
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필리아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최고의 가치
였다. 전에 예수님은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말씀
하셨다. 이제 베드로는 돌이킨 것이다. 참으로 예수의 가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
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명하셨다. 즉 잘 돌보라는 말씀이다. 베드
로가 세상살이를 걱정한 마음을 아시고 세상에서 베드로의 직업을 확정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린양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 그
의 직업이 될 것이었다.
이제야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을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의 보증을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

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이것은 순교의 보증이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
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21:19).
그 옆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요한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하였다.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5회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
다(요 13:23; 19:26; 20:2; 21:7, 20). 마치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신 것처럼.
이 어법, 요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
시는 제자라고 한 표현은 우리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
문을 일으킨다. 솔직히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요일 4:7).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다(요일 4:8, 16). 하나
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
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요일 4:19; 롬 5:5). 요한은 이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
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사할 뿐이다.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알고(요일
3:16), 받아서 흡수한 그 사랑을 반사할 뿐인 것이다. 마치 검정 옷이 겨울 햇빛
을 머금었다가 싸늘하게 식은 볼을 그 옷에 대면 따뜻한 열을 주듯이 사랑을 소유
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흡수하고 그것을 반사하는 사랑으로 예
수께 사랑을 바치고 이웃에게 나눌 뿐인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있는가? 요한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자기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예수께서는 12 명의 제
자들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 따라 요한처럼
표현할 수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햇빛은 같이 이 지구
에 쏟아지지만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이나, 흡수 할 수 없는 물질들은 햇빛을 제대
로 흡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순교의 확증을 얻은 후에 요한을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였던 것이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
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요 21:20, 21). 베드로의 이런 관심에 대
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였다. 요한의 사정은 베드로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베
드로에게 준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
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
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
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요 21:22, 23).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달란트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각 사람은
각각 맡은 재능과 사명에 충실하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주관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
고 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퍼져나가서 요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
을 것이라는 소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할지라도 너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신 것일 뿐
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어떤 암시적인 사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수께서
는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요
한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보았다.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이 어떻게 진행되며 교회가 어떤 경로로 종말까지 갈 것인지를 다 보여주신 것이
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 것이다. 과연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
정을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3. 승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시고 마침내 감람산
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막 16:19; 눅 24:50~53; 행
1:9~11). 물론 이보다 먼저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녀오셨다. 복
음서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분명하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
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 하라 하신대”(요 20:16, 17).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마리아는 반가운 나머지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려고 했다. 그때 예
수님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 아직 아버지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 이루신 모든 일을 아버지께 보고하러 가셔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 꼭 전할 말씀이 있으셨던 것
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
라간다”는 말씀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아버지가 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언하신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올
라가셔서 이 사실을 확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여자들을 무덤 가까이서 만나신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때는 예수님이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께
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
배하니”(마 28:9), 이미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을 가르치셨다(행 1:3). 그런 다음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다. 아마 이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
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고전 15:6). 승
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호위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9~11).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
실 것이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으니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 확
실하지 않은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
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 나의 하나님 여
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슥 14:4, 5).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인류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신다(히 7:25; 딤전 2:5).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엡 2:5~7; 계 3:21). 우리가 비록 이 세
상에 처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
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이루실 사업을 모두 이루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늘 봉사가 끝나고 이
땅의 거민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
고 생활한 모든 사람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기회에 예
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하는 아름다움을 이루
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업은 재창조의 사업이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
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영생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지식에 까
지 새롭게 함을 입은 완전한 새 피조물인 것이다(골 3:10; 고후 5:17). 이 거룩한
상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온전히 보전하여(엡
5:27; 벧후 3:14; 살전 5:23) 그날 그 영광의 날에 그 찬란한 성에서 주와 함께
사는 영광을 입어야 할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
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아멘.

고난의 노정(苦難의 路程)
김명호
떡과 잔 벌려놓고 마주 보는 얼굴 얼굴
떨리는 입술 위에 가슴 죄며 쏠린 눈길 배신의 그 눈망울에 쏟아지는 그 사랑
타는 맘 사르는 몸 피땀 되어 젖은 이마
교교한 달빛 여기 빛을 잃고 숨었구나
새 생명 움돋는 아픔 그 누구도 몰랐네.
목숨이 피가 되어 방울방울 맺힌 이마
아픔이 향훈(香薰)으로 가슴 메워 눈물 되고
떨어져 묻힌 그 생명 맺은 열매 한 아름
벌린 팔 숙인 고개 그 언덕 위 사른 불꽃
조롱이 경건으로 모습 바꿔 꿇은 무릎
흘린 피 사죄의 강물 오늘 여기 핀 웃음
돌무덤 흑암 속에 어찌 빛이 스몄을까
믿을 수 없는 마음 의심 깊은 눈동자들
이 아침 벅찬 기쁨이 결코 꿈은 아닌데.
부록
1. 그리스도에 관한 50가지 예언
2. 복음의 조화
3. 주님의 표적
4. 주님의 비유

5. 예수님의 생애의 지도

그리스도에 관한 50가지 예언
예 언성 취
창 3:15여자의 후손. 갈 4:4
창 17:7아브라함의 후손. 갈 3:16
렘 23:5, 6 다윗의 후손. 행 13:22, 23
단 9:24, 25정한 때에 오심. 갈 4:4
사 7:14동정녀 탄생. 마 1:18
사 7:14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임. 마 1:21~23
미 5:2베들레헴에서 출생. 마 2:1
시 72:10왕들이 예물을 바침. 마 2:1~11
렘 31:15어린아이들이 죽임 당함.마 2:16~18
호 11:1애굽으로 피난가심.마 2:15
말 3:1선구자가 나타날 것임.마 3:1~5
사 61:6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심. 행 10:38
신 18:15, 18모세와 같은 선지자.행 3:20~22; 요 1:21
사 61:1, 2공중봉사를 하심.눅 4:16~21, 43
사 9:1, 2갈릴리에서 봉사하심.마 4:12~16
슥 9:9예루살렘 입성.마 21:1~11
사 42:2겸손히 봉사함.마 12:15~19
사 40:11; 42:3친절과 동정.마 12:15, 20
시 69:9열심이 충만하심.요 2:17
사 35:5, 6이적을 행하심.마 11:4~6
사 69:7, 9, 20비방을 받으심.롬 15:3
시 78:2비유로 가르치심.마 13:34, 35
시 69:8그 형제들이 거절함.요 7:3~5
시 69:4유대인이 그를 미워함.요 15:24, 25
시 118:22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거절함. 막 12:10~12

시 2:1, 2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그를 대적함. 행 4:27
시 41:9친구에 의해 팔리심.요 13:18, 21
슥 13:7제자들이 그를 버림.마 26:31, 56
슥 11:12은 30에 팔리심.마 26:15
슥 11:13토기장이이 밭을 그 돈으로 삼. 마 27:6~8
시 22:14, 15그 고난이 강렬함.눅 22:42, 44
사 53:6, 12타인을 위해 고통당하심.마 22:28
사 53:7비난을 침묵으로 참으심. 마 26:63; 27:12~14
미 5:1뺨을 맞으심. 마 26:67; 27:30
사 50:6침 뱉음을 당하심.막 14:65
시 22:16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 요 19:18; 20:25
시 22:1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심.마 27:46
시 22:7, 8조롱을 받으심.마 27:39~44
시 69:21쓸개와 초를 마심.마 27:34
시 22:18겉옷을 제비뽑음.마 27:35
사 53:12범죄자로 간주됨.막 15:27, 28
사 53:12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심.눅 23:34
시 34:20뼈의 하나도 꺾이지 않음.요 19:33, 36
슥 12:10찔리심.요 19:34, 37
사 53:39부자의 무덤에 장사됨.마 27:57~60
시 16:10그의 육체가 썩지 않음.행 2:31, 32
시 16:10부활하심.눅 24:6, 31, 34
시 68:18승천하심.행 1:9~11; 엡 4:8
시 45:6, 7의로 심판하심.요 5:30

복음의 조화
(A Harmony of the Gospels)
(S.D.A. Bible Commentary Vol. 5, 196~203)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요한복음 서문
누가복음 서문
예수의 족보
1:1~17
스가랴에게 고함
천사의 예고
마리아 엘리사벳 방
문
침례요한 탄생
요셉에게 통지함
1:18~25
예수의 탄생
목자에게 통지
할례
봉헌
동방 박사 방문
2:1~12
애굽으로 피난
2:13~18
나사렛으로 가심
2:19~23
첫 유월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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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6

1:1~18
1:1~4
3:23~38
1:5~25
1:26~38
1:39~56
1:57~80
2:1~7
2:8~20
2:21
2:22~28

2:39,40
2:41~50
2:51,52

1. 출생에서 성장까지(BC 5년 가을~ AD 27년 가을)
Ⅱ. 초기의 봉사 (AD 27년 가을~28년 봄)
18
19
20
21
22
23

사건
침례요한의 봉사
침례
시험
하나님의 어린양
첫 제자
가나 혼인잔치

마태
3:1~12
3:13~17
4:1~11

마가
1:1~8
1:9~11
1:12,13

누가
요한
3:1~18
3;21~23
4:1~13
1:19~34
1:35~51
2:1~12

Ⅲ. 유대에서의 봉사(AD 28년 첫 번째 유월절~AD 29년 두 번째 유월절)
24
25
26
27
28
29
30
31

적요
마태
첫 성전 청결
니고데모와 문답
유대지방 봉사
사마리아 여인
귀인 아들 고침
요한의 투옥
14:3,4
두 번 째 유월절 베
데스다 못 가

마가

누가

요한
2:13~25
3:1~21
3:2~36
4:1~42
4;43~54

3;19,20
5:1~15
5:16~47

유대지방 봉사 마침

Ⅲ. 갈릴리의 봉사(AD 28년 두 번째 유월절~AD 30년 세 번째 유월절)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사건
갈릴리 봉사 시작
나사렛에서 거절
가버나움으로 옮김
해변에서 부르심
회당의 귀신들린자
베드로 장모 치료
첫 번째 갈릴리 여행
첫 문둥병자 고침
지붕 뚫은 병자
레위 마태 부르심

마태
4:12
4:13~17
4:18~32
8:14~17
4:23~25
8:2~4
9:2~8
9:9

마가
1:14,15

1:16~20
1:21~28
1:29-34
1:35~39
1:40~45
2:1~12
2:13,14

누가
4:14,15
4:16~30
4:31
5:1~11
4:31~37
4:38~41
4:42~44
5:12~16
5:17~26
5:27,28

요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안식일에 밀 이삭
12:1~8
2:23~28
한 손 마른자 고침
12:9~14
3:1~6
예수의 인기
12:15~21 3:7~12
12사도 임명
3:13~19
산상 설교
5:1~8:1
백부장의 종 고침
8:5~13
두 소경 고침
9:27~31
벙어리 귀신 쫓음
9:32~34
두 번 째 갈릴리 여행 9:35
나인성 과부 독자
귀신들려 벙어리 된
자 고침 사함 얻지 못 12:22~45 3:20~30
할죄
예수 모친과 형제 방
12:46~50 3:31~35
문
해변에서의 설교
값진 진주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13:1~53
4:1~34
밭에 감춰진 보화
자라는 씨앗
누룩 비유
새것과 옛것
고기 모으는 그물
제자의 궁핍
8:19~22
호수의 폭풍
8:18,23~27 4:35~41
군대 귀신들린 자
8:28~9:1
5:1~20
마태의 잔치
9:10~13
2:15~17
금식에 대한 질문
9:14~17
2:18~22
혈루증 여진 고침
9:18~26
5:21~43
야이로의 딸 살리심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11:2~6
예수 침례요한 칭찬함 11:7~30
세 번 째 갈릴리 여행
9:36~11:1 6:7~13
12 제자 파송
나사렛에서 두 번째
13:54~58 6:1~6
거절
침례요한의 순교
14:1,2,6~12 6:14~29

6:1~5
6:6~12

세 번째 유월절, 5천명 14:13~21
먹이심
바다위로 걸으심
14:22~26

9:10~17

6:30~44

6:12~16
6:17~49
7:1~10

8:1~3
7:11~17
11:14~32
8:19~2

8:4~18
(13:18~21)

8:22~25
8:26~39
5:29~32
5:33~39
8:40~56
7:18~23
7:24~35
9:1~6

9:7~9

6:45~56

6:15~24

생명의 떡에 대한 설

6:25~7:1

교
유전과 의식적 부정에 15:1~20
관한 논쟁

6:1~14

7:1~23

Ⅴ. 공중봉사에서 은퇴(세번째 유월절, AD 30년~AD 30년 가을)
70
71
72

사건
마태
베니게로 물러남
15:21~28
귀먹고 어눌한 자 고침
데가볼리에서 다른 이15:29~31
적들
사천 명을 먹이심
15:32~39

마가
7:24~30
7:31~37
8:1~10

누가

요한

73
74
75
76
77
78
79
80

표적을 요구함
16:1~12
벳세다 근방의 소경
가이사랴 빌립보로 물
16:13~28
러남, 위대한 신앙고백
비밀히 갈릴리로 여행 17;22,23
겸비, 용서. 화해
18:1~35
변화 산에서 변형하심 17;1~13
귀신들린 소년 고침 17:14~21
반 세겔 성전세
17:24~27

8:11~21
822~26
8:27~9:1 9:18~27
9:30~32
9:33~50
9:2~13
9:14~29

9:43~45
9:46~50
9:28~36
9:37~43

Ⅵ. 사마리아와 베뢰아에서의 봉사 (AD 30년 가을~AD 31년 유월절)
81
82
83
84
85
86
87
88

사건
마태
비밀히 초막절에 가심
성전에서 가르침
가음한 여자
세상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 논쟁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침
선한 목자
최후로 갈릴리를 떠남

마가

누가

9:51~56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0:1
사마리아와 베레아 봉19:1,2
사
제자됨의 시금석
70인을 파송함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서
수전절에 성전에서
베레아로 돌아가심,
기도에 대한 교훈
내적 빛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
어리석은 부자
주인이 돌아오기 기다
림
하나님의 공의 와 긍휼
꼬부라진 여자 고침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바리새인 둥령과 식사
큰 잔치 비유
제자 됨의 대가
잃은 양 비유
18:12~14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용서, 믿음, 봉사
나사로를 살리심
에브라임으로 물러남

115

열 문둥병자 고침

17:11~19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요한
7:2~13
7:14~52
7:53~8:11
8:12~30
8:31~59
9:1~41
10:1~21

9:57~62
10:1~24
10:25~37
10:38~41
10:22~42
11:1~13
11:33~36
11:37~54
12:1~12
12:13~34
12:35~59
13:1~9
13:10~17
13:18~30
13:31~35
14:1~15
14:16~24
14:25~35
15:1~7
15:8~10
15:11~32
16:1~18
16:19~31
17:1~10
11:1~45
11:46~57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17:20~37
와 방법
사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불의한 재판관 비유
18:1~8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
18:9~14
도
결혼과 이혼
19:3~12
10:2~12
어린이를 축복함
19:13~5
10:13~16 18:15~17
젊은 부자 관원
19:16~30
10:17~31 18:18~30
포도원 품꾼 비유
20:1~16
예수께서 죽음을 예고
20:17~19
10:32~34 18:31~34
함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 20:20~28
10:35~45
소경 바디메오
20:29~34
10:46~52
삭개오
19:1~10
귀인과 므나 비유
19:11~28
시몬의 잔치
26:6~13
14:3~9
7:36~50 12:1~9
배반과 음모
26:1~5,14~16 14:1,2,10,11 22:1~6
12:10,11

Ⅶ. 유월절 주간 (네 번째 유월절, AD 31년)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사건
마태
네 번째 유월절:
21:1~11
승리의 입성
열매 없는 무화과
21:18~22
두 번째 성전 청결
21:12~17
예수의 권위에 대한
21:23~27
지도자들의 도전
두 아들 비유
21:28-32
악한 농부 비유
21:33~46
예복 안 입은 사람 비
22:1~14
유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 22:15~22
계대 결혼과 부활 문제 22:23~33
큰 계명
22:34~40
예수가 비평자 침묵시
22:41~46
킴
서기 관, 바 리 새인 화
23:1~39
있음
과부의 두 렙돈
헬라인들이 찾아 옴
유대 지도자의 최종 배
척
감람산에서 말세 예언 24:1~51
열 처녀 비유
25:1~13
달란트 비유
25:14~30
양과 염소 비유
25:31~46
사건
마태
유월절 준비
26:17~19
유월절 의식
26:20
제자들의 발을 씻김
주님의 만찬
26:26~29
배신자를 드러냄
26:21~25
작별을 위한 권면
겟세마네로 감
26:30
베드로 열 제자에게 경26:31~35

마가

누가

요한

11:1~11

19:29~44 12:12~19

11:12~14,20~26
11:15~19
19:45~48
11:27~33

20:1~8

12:1~12

20:9~19

12:13~17
12;18~27
12:28~34

20:20~26
20:27~38
20:39,40

12:35~37

20:41~44

12:38~40

20:45~47

12:41~44

21:1~4
12:20~36
12:36~50

13:1~37

21:5~38

마가
누가
요한
14:12~16 22:7~13
14:17,18 22:14-16
22:24~30 13:1~20
14:22~25 22:17~20
14:18~21 22:21~23 13:21~30
13:31~14:31
14:22
22:39
14:27~31 22:31~38 13:36~38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고
참 포도나무
박해에 대한 경고
보혜사의 강림 약속
예수의 중보 기도
겟세마네
26:36~56 14:32~52
안나스의 심문
산헤드린에서 밤중 재
26:57~75 14:53~72
판
산헤드린에서 새벽 재
27:1
15:1
판
유다의 자백과 자살 27:3~10
빌라도의 첫 재판
27:2,11~14 15:2~5
헤롯 안디바의 심문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 27:15~31 15:6~19
십자가에 못 박히심 27:31~56 15:20~41
장사지냄
27:57~61 15:42~47
무덤 파수꾼
27:62~66

15:1~17
15:18~16:4
16:5~33
17:1~26
22:40~53 18:1~12
18:13~24
22:54~65 18:25~27
22:66~71
23:1~5
23:6~12
23:13~25
23:26~49
23:50~56

18:28~38
18:39~19:16
19:17~37
19:38~42

Ⅷ. 부활에서 승천까지 (AD 31년 봄)

178

사건
마태
마가
부활
27:1~15 16:1~11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16:12
다락방에서 첫 번 출현
16:13
도마 있을 때 둘째 출
16:14
현
갈릴리 호수에 출현
갈릴리에 있는 산에 출
28:16~20 16:15~18
현
승천
16:19,20

179

요한복음 결어

172
173
174
175
176
177

누가
요한
24:1~12 20:1~18
24:13~32
24:33~49 20:19~23
20:24~29
21:1~23

24:50~53
20:30,31
21:24,25

더 자세한 것은 본교회 주석(한글판) 9권 102-110쪽을 보라.
주님의 표적
(The Miracles of Our Lord)
S.D.A. Bible Commentary

※참고의 숫자는 복음조화의 숫자임
1. 병자와 불구자 3. 죽은자
2. 사귀들린자 4. 자연의 힘

vol. 5, 210~213
번호

1

2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함(4)

장절

참고

요2:1~11 23

귀인의 아들(1) 요4:43~54 28

목적 또는 결과
목적：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
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편견으
로부터 저들을 방어시키기 위하
여 (DA 147, 148). 마리아의 신
뢰심을 존경하고 의혹과 곤란한
지경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하여
(DA 145~147). 인간 의 행복 에
대한 동정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
위하여(DA 144).
결과：귀인과 그의 가족의 회심.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버나움
에서 증거함. 예수께서 그곳에서
봉 사 하 도 록 길 이 준 비 됨 (DA
200~253).

목적：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결심을 주기 위하여(DA 231)
결과：예수의 감화력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난하기로 결정함. 그를
3

베데스다의 병
요5:1~15 30
자(1)

미혹하는 자로 낙인을 찍음. 그를
죽이려는 음모, 그에게 불리한 증
거를 얻기 위하여 정탐들을 보냄
(DA 204, 213)

4

고기를 많이 잡
눅5:1~11 35
음(4)

(첫 번째 안식일의 표적)
목적：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와 요한을 항구적인 제자로 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들의 필요에 따라 식량
을 공급하실 보장을 주기 위하여
(DA 246~249).
목적：갈릴리 봉사의 시작과 선
포(막 1：27~28). 사단에게 포로
된 자들을 놓아주는 예수의 사명

5

회당의 귀신 들
린 사람 고침

을 나타내기 위하여(MH 91；DA
막1:21~28 36

255；요 2：16~18 참고)
결과：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무
리가 예수를 에워싼 소식이 널리
퍼짐.
(두 번째 안식일의 표적)
목적：베드로와 같이 복음사업에

6

베드로의 장모
고침

생애를 바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막1:29~31 37

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나타
내시기 위하여
(세 번째 안식일의 표적)

번호

이적

장절

참고

목적 또는 결과
목적：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벌이
라고 생각하던 가장 무서운 질병
을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또 죄에서 영혼을 깨끗하
게 하시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7

첫 번째 문둥병
막1:40~45 39
자 고침(1)

모세의 율법을 존경하신다는 것
을 보여주심으로 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
하여,

8

지붕 뚫고 내려
막2:1~12 40
진 중풍병자(1)

결과：잠시 동안 드러나게 다니
지 못하게 되신 민중의 운동(DA
265, 막 1：45 참고)
목적：육체와 같이 인간의 영혼
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특히 정탐

군들 앞에서 보이시기 위하여, 일
반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편견
을 가졌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 랑 을 나 타 내 기 위 하 여 (DA
267~270 참고)
목적：육체와 같이 인간의 영혼
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특히 정탐
군들 앞에서 보이시기 위하여, 일
반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편견
9

한 편 손이 마
막3:1~6
른 사람(1)

43

을 가졌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 랑 을 나 타 내 기 위 하 여 (DA
267~270

10

백부장의 종(1) 눅7:1~10 47

11

두 소경(1)
마9:27~31 48
귀신들려 벙어
마9:32~34 49
리 된 자(2)

12

결과：백성들에게 깊은 인상 을
줌. 바리새인들은 놀람과 패배로
압도당하였다(DA 270)
목적：참된 믿음의 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은혜에는 이
방인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시
기 위하여
없음
없음
목적：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13

나인성 과부 아
들 살림(3)

눅7:11~17 51

나타내시기 위하여, 극도의 필요를 느
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
내시기 위하여

귀신들려 눈멀
14

고 벙어리 된
자(1, 2)

결과：정탐군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마
12:22~32

52

사단의 능력으로 돌렸다. 그런 핑계
의 어리석음을 밝히시고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번호

표적

장절

15

호수의 폭풍(4)

16

거라사의 군대
막5:1~20 57
귀신 들린자(2)

마8:18,
23~27

참고
56

목적 또는 결과
목적：자연의 힘을 지배하시 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
하여
목적：귀신들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

17

18

19

혈루증 앓는 여
막5:25~34 60
자(1)
막
야이로의 딸 살
5:22~24, 60
림
36~43
5천명을 먹이
막6:30~44 66
심(4)

타내시기 위하여.
결과：고침을 받은 자들에 의하
여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이 전파
됨(DA 339, 340, 404)
목적：겸손하고 굽히지 않는 믿
음의 본을 삼으시려고
목적：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능
력을 나타내심
목적：사람의 매일의 필요에 대
해서 동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심,

갈릴리 사람들을 확신하게 하시
려고
결과：예수께서 메시야이심을 확
신함.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함
(DA 377, 378；요 6：14, 15).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
림(요 6：66).
목적：제자들의 참을성 없고 격
정적인 생각을 진정시키고 주의
20

호수 위로 걸으 마
심(4)

14:22~33

67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
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
히 무력함을 알았을 때 예수께서
구출하러 오셨음.
목적：이방인 중에도 신실하 고
천국의 은혜를 받을만한 사람들

21

수로보니게 여 마
인의 딸(2)

15:21~28

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
70

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냉정
한 배타와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
님 자신의 동정을 대조하시기 위
하여

22

데가볼리의 귀

목적：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

먹고 어눌한 자 막7:31~37 71

게 자비의 모본을 또 한 번 베푸

(1)

시기 위하여
목적：예수의 말씀에 매달리 는

23

4 천 명 을 먹 이마
심(4)

15:32~39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 유대
72

인들이 생명의 떡을 거절할 때는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
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24

벳세다 근처의
소경(1)

마8:22~26 74

번호

표적

장절

참고

25

귀신들린 아이
막9:14~29 79
(2)

26

반 세 겔 성 전마
80
세(4)
17:24~27

목적：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또 하나의 표본
목적 또는 결과
목적：사단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 깊이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
이시는 그 높이를 비판하심(모세
와 엘리야는 그 전날 밤에 변화되
어 나타났다)
목적：예수님의 거룩한 임무 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전세를 면제 받는 일에 대
해서 정당하게 말씀하심. 그러나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논란을 일
으키지 않고 납세함.

목적：18개월 전 베데스다 연못
가에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암시
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을
반복하심(이적 3 참조). 반 소경
인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시력을
27

나면서 소경된
자(1)

요9:1~41 86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열
망의 실례로서 육체적 시력을 고
쳐주심(DA 175, 요 9：39~41)
결과：몇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
를 가짐. 대다수가 그를 더욱 완
고하게 거절함.(다섯번째 안식일
의 표적 요 10：19~21).

28

29

꼬부라진 여자 눅
(1)
고창병 걸린 남
자(1)

13:10~17

목적：안식일의 참된 목적에 주
101

의를 집중시킴(여섯 번째 안식일
의 표적)
목적：안식일의 참된 목적에 주

눅14:1~4 104

의를 집중시킴(일곱 번째 안식일
의 표적)
목적：예수의 메시야심에는 논의
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유대백
성-특히 그 지도자들 몇은 그때
있었음-에게 주기 위해서 암시하

30

나사로를 살리
심(3)

기 위하여, 모세의 결과：많은 사
요11:1~45 113

람이 믿음.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와 나사로를 맨 처음으로 죽이기
로 결심했다. 이 이적은 예수의
죽음을 모의하는 데에 있어서 사
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연합시켰다
(DA 537, 538)
목적：사마리아인의 믿음과 이

31

열 문둥병자(1)

눅
17:11~19

사람에 대한 예수 자신의 관심과
115

동정을 표시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의무에 관한 교훈
(DA 488)
결과：예수께서 메시야심을 또

32

소경 바디메오 막
(두 소경)(1)

10:46~52

125

한 번 증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도중 무
리들에 의하여 증거됨.

번호

표적

장절

참고

33

열매 없는 무화 막
131
과(4)
11:12~14

34

말고의 귀(1)

눅22:50,51 161

목적 또는 결과
목적：유대민족의 절박한 운명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실물교훈 을
주심
목적：인류를 위한 구주의 사업

35

두 번째 물고기
를 많 이 잡 음 요21:1~23 176
(4)

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나타내시
어 그의 신의 능력과 메시야심을
최후로 증거
목적：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
록 저들을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
시고 그때의 인상을 깊게 하심
(DA 810).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저들
의 책임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았
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기 위함
(DA 811).

주님의 비유
(The Parables of Our Lord)
S.D.A. Bible Commentary vol. 5, 205～207
A. 하나님의 사랑, 자비 및 공의
번호

비유

장절

참고

1

값진 진주

마13:45,46 54

2

잃은 양

눅15:3~7

제시된 원칙
구속의 사랑의 무한한 가치, 사람
을 찾는 구주, 구원을 찾는 사람
들.(11번 참고)
저희가 잃어버린바 된 것은 아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도를 알지

3

잃은 은전

4

탕자

107

눅15:8~10 108

눅
15:11~32

109

못하는 사람
그는 하나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 (3, 4번 참고)
잃어버린바 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데 부지런
하심(2, 3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인간의 냉정함(2,
3번 참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사이의 관

5

열매 없는 무
화과

눅13:6~9

100

계, 유대 백성을 취급하시는 하나
님의 방법
(8, 16, 15, 21번 참고)

B. 구속의 경륜
번호

비유

장절

참고

6

겨자씨

마13:31,32 54

7

가라지

마
54
13:24~30

8

악한 농부들

마
135
21:33~43

제시된 원칙
은혜의 왕국 곧 교회의 외면적, 질
적인 성장, 하나님께서는 큰 결과
들을 이루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
신다(9, 19, 20번 참고)
성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시련의
시기의 목적, 가라지는 결국 밀이
되지 않는다.(9, 40, 29번 참고)
사람은 불충실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승리할 것임. 이스

라엘은 택한 백성으로 서의 역할
을 박탈당할 것이다(5, 15, 16, 21
번 참고)

C. 진리를 받음
번호
9

비유

장절

씨 뿌리는 자 마13:3~9

참고
54

씨 및 토양

18~23

10

큰 잔치

눅
105
14:16~24

11

감춰진 보화 마13:44

12

새 옷, 새 술 막2:21,22 59

13

두 빚진 자

14

망대를 세움,
눅
싸움하려는
106
14:28~33
왕

54

눅7:41~43 128

제시된 원칙
여러 다른 계급에 속하는 듣는 자
들이 진리를 받아들임(6~8, 19번
참고)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자들
의 위험,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받으실 수 없음(6~8, 21번 참고)
진리의 타고난 가치와 그것을 획
득하는데 필요한 노력(1번 참고)
진리 대 전통주의, 선입견의 위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해와
그에 대한 감사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헤
아려 봄.
진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의 필요
성, 용서할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

15

일 곱 더 러 운마
52
귀신
12:43~45

의 상태, 의롭다 하심은 성화 없이
는 불완전함.

마
134
21:28~32

16

두 아들

17

반석, 모래 위
마7:24~27 46
에 지은 집

18

어 리 석 은 부눅
98
자
12:16~21

(5, 8, 16, 17, 21번 참고)
말이 아니라 행위를 따짐, 실천 없
는 공언은 위선이다.(5, 8, 15, 17,
21번 참고)
진리의 이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변화된 생애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임. 순종 없는 지식의
어리석음(15, 16 참고)
세속적인 데에 마음을 쓰는 일과
물질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의 어
리석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멸
망하는 것임.
(1, 29, 34번 참고)

D. 성품의 변화
번호

비유

장절

19

자라나는 씨 막4:26~29 54

20

누룩

21

예복 입지 않
마22:2~14 136
은손

마13:33

참고

54

제시된 원칙
믿음과 행함. 그리스도인의 성장
에 있어서 무한한 힘과 결합하는
인간의 노력(6, 7, 9, 20번의 참
고)
천국의 알찬 질적 성장, 외부로부
터 오는 능력이 마음에 심겨져서
생애를 변화시킴(6, 7, 17번 참고)
그 리 스 도 의 의 의 중 요 성 .(5~8,
10, 15, 17, 25 참고)

E. 기도
번호

비유

장절

참고

제시된 원칙

22
23

밤중에 찾아
눅11:5~13 94
온 친구
불의한 재판
눅18:1~8 117
관

기도에 있어서의 인내, 남에게 주
기 위해 구함
기도에 있어서 인내, 열성, 확신

F. 겸손과 자만의 대조
번호

비유

장절

참고

24

상좌를 택함 눅14:7~11 104

25

바리새인과
눅18:9~14 118
세리

제시된 원칙
자기 이웃에 대한 겸양, 남을 존경
함
하나님 앞에 겸손 자만과 스스로
의롭다 함의 위험(21번 참고)

G. 현재의 기회를 잘 활용함
번호

비유

장절

참고

26

귀인과 므나

눅
127
19:11~27

마
147
25:14~30

27

달란트

28

불의한 청지
눅16:1~9
기

29

부 자 와 나 사눅
111
로
16:19~31

110

제시된 원칙
재간과 기회의 발달. 그날을 기다
리는 동안 일함.
충실한 봉사가 보수의 기초임(5,
27, 37번의 참고)
26번과 같음. 남을 도와주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함(26, 34, 37번
의 참고)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현
재 있는 기회를 부지런히 이용함
(26, 27 참고)
영원한 운명은 현세의 생애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의 기회가 없음.
물질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위
험(7, 18, 40번 참고)

H.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료
번호

30

비유

장절

선한

눅
91
10:30~37

사마리아인

참고

31

용서하지 않 마
77
는종
18:23~35

32

옛 보화와 새
마13:53
보화

33

충실한 청지 눅
99
기
12:42~48

54

제시된 원칙
참된 종교는 남을 위한 활동적인
봉사 가운데 있다.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 고난당하는
인류와 접촉하는 것이 영혼을
이기심에서 자유하게 한다(39번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용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에
달렸다(5번 참고)
옛 진리에 익숙하고, 새 진리를
깨우침(溫故知新). 듣는 자들의
필요에
진리를
적용시킴(9번
참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일들에
대한 성실한 관리

I. 주의 재림을 기다림
번호

비유

장절

참고

34

열 처녀

마25:1~13 146

35

깨어 있는 종 막

145

제시된 원칙
주의 재림을 위한 개인적 준비
그의 오심이 늦을 것 같음.
성령의 필요(27, 35, 36 참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깨어 기다림.

13:34~37
깨어 있는 종,
36

37

눅
깨어 있는 집 12:35~40 99
주인

포도원의
품꾼들

마20:1~16 122

38

무익한 종

눅17:7~10 112

39

양과 염소

마
148
25:30~46

주께서
갑자기
오실
때를
위하여서 늘 준비된 생활을 함.
진리에 대한 개인적 책임(7, 34,
35 참고)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자발적인
정신과 신실성에 의하여 봉사를
평가하심. 보수는 우리 주의
은혜로우신
관대하심과
그를
위한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된
정신에 근거한다(8, 26, 27, 30번
참고).
의무에 충실함. 우리의 모든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37번
참고)
실천적 종교의 중요성. 우리
종교의 본질에 대한 시험은 그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에
있다(30번 참고).

J. 최후의 심판, 영원한 보상이 됨(7, 21, 26, 27, 29 참고)
번호

비유

정절

참고

제시된 원칙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종국적 분

40

그물

마
13:47~50

54

리. 모든 악한 자가 결국에는 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7, 29번 참
고).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