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I)

김광모 (조교수/신약학)

들어가는 말   
   2차 세계대전이래, 성서해석 방법론에 있어서 통시적 접근
(diachronic approach)에서 공시적 접근(synchronic approach)으로 대
전환은 특정 작품의 부분이나 단편 읽기 혹은 그것들의 형성 역사가 아
니라, “문학적으로 전체 읽기”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물론 마태복음서에 
대한 해석도 예외는 아니다.1) 한 작품을 문학적으로 전체 읽기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것의 플롯(plot), 일반적 용어로는 전체 구조(structure)
를 살펴야 한다. 도널드 시니어(Donald Senior)는, 마태복음서가 “유동
적이면서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 내러티브이기에 그것의 독특한 특성에 
주의하며 그것의 ‘구조’를 살피는 것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2) 잭 딘 킹스베리(Jack Dean Kingsbury)
는 플롯 연구가 마태복음서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의 신학적 관점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3) 그러나 이런 탐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1) Jack Dean Kingsbury, “Reflections on ‘The Reader’ of Matthew's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vol. 34 (1988): 442.

2) Donald Senior, 최근 마태신학 동향 , 홍찬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50.

3) Jack Dean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in Gospel Interpretation: Narrative-Critical & Social-Scientific Approache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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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는 다양한 구조적 요소들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방법론에 
따라 구조가 서로 다르게 분석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서의 구조 혹은 개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눈다. 하나는 반복구들이나 후렴문구들에 근거한 것이다.4) 최근에 D. A. 
해그너(Donald A. Hagner)는 전자와 관련한 접근들에는 “유형의 단절” 
현상이 있기에 마태복음서의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분명한 
지표를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5) 다른 하나는 내러티브의 
플롯(narrative plot)이나 그것의 전개(narrative flow)를 추적하는 것
이다.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6) 덕택에 복음서에는 플롯이 있다

4) David R. Baur, The Structure of Matthew's Structure: A Study in Literary Desig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1 and Bible and Literature Series 15 (Sheffield: Almond Press, 1989), 21-22는 그 동안의 접근을 세 가지 범주, 곧 지리적 및 연대기적 언급, 주제적 개요, 중요 개념 등으로 나눈다; Donald A. Hagner, 마태복음 1-13 , WBC 성경주석 ,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9), 45-49는 주로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에 의존하는 접근들, 곧 다섯 편의 강론 형태로 된 예수의 말씀들, 대단락 구분 기준, 교차적인 대칭 구조, 요약 기사, 숫자(일곱, 셋, 혹은 둘) 활용 등을 열거한다; 참고. Senior, 최근 마태신학 동향 , 40-47; Jack Dean Kingsbury, Matthew: Structure, Christology, Kingdom (Philadelphia and London: Fortress and SPCK, 1975). 마태복음서 연구 ,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4-22; Baur, The Structure of Matthew's Structure, 11-20.
5) Hagner, 마태복음 1-13 , 48은 ‘이야기’와 ‘강화’의 교차 배열에는 긍정하지만, 마태가 사전에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대단락의 구분점이 분명치 않은 채 독자들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주제별로-시간의 흐름에 따라서가 아니라-수집 편성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 교차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Baur, The Structure of Matthew's Structure, 55는 지리적 및 연대기적 언급, 주제적 개요, 중요 개념 등의 구조적 범주를 고찰한 후, 구조 연구에 포함할 요소들을 열거한다: 첫째, 지리적 및 연대기적 언급의 의의; 둘째, “…… 마치시더라” 형식(7:28; 11:1; 13:53; 19:1; 26:1)의 구조적 의의를 포함하여 이야기와 강론의 관계; 셋째, “예수께서 …… 시작하시다”(4:17; 16:21)는 형식의 의미와 “마치시더라” 형식의 관계; 넷째, 마태복음서의 거시적 구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차대구, 수미상관, 숫자 배열과 같은 마태의 특징적인 문학적 장치의 적합성 및 역할; 다섯째, 주제 단위의 통일성 및 주제간의 상호관계성; 여섯째, 기독론이나 구속사에 대한 함축적 의미.
6) Petri Merenlahti and Ramio Hakola,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eds. David Rhoads and Kari Syreeni,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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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고, 마태복음서의 플롯 분석은 구조 연구의 새로
운 국면을 열면서 몇 가지의 결과를 낳았다.7) 그런데 플롯에 대한 정의
나 그것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의 차이로 인해 플롯 분석 방법이나 분
석의 전개 방식 그리고 결과에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그것을 기초로 건전하고도 객관적인 플롯 분
석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런 연구는 신약학도들은 물론이고 설
교자들에게 마태복음서를 이해하여 설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다. 이 논문은 먼저 마태 내러티브 플롯 연구들을 개관하며 평가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력들을 종합하여 플롯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후, 
그 방법론에 입각하여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된
다.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84 (1999): 17은 서사비평을 “복음서 텍스트에 있는 서사의 형식적 특징들, 즉 서사의 이야기 세계의 국면들과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사용된 수사학적 기교들을 탐구하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W. S. Vorster, “Literary Reflections on Mark 13:5-37: A Narrated Speech of Jesus,” Neotestamentica, vol. 21 (1987): 205-6은 내포저자가 내러티브를 통해 “어떻게” 내포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7) Richard A. Edwards, Matthew's Story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마태의 예수 이야기 , 유복곤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Frank J. Matera, “The Plot of Matthew's Gospel,”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49 (1987): 233-53; David B.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A Study in the Narrative Rhetoric of the First Gosp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93-160; Jack Dean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Interpretation, vol 46 (1992): 347-56; Mark Allan Powell, “The Plot and Subplot of Matthew's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vol 38 (1992): 187-204; W. Carter, “Kernels and Narrative Blocks: The Structure of Matthew's Gospel,”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54 (1992): 463-81; Janice Capel Anderson, Matthew's Narrative Web: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91 

(Sheffield: JSOT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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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 내러티브 플롯 분석 동향
   서사비평의 견지에서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시적으로 개관하면서 
평가해 본다.

에드워즈의 연구(1985): 내러티브 전개

   리챠드 A. 에드워즈(Richard A. Edwards)는 플롯 자체에 대한 논의 
없이, 신뢰하는 서술자 마태가 사상이나 주제를 제시하거나 상기시키는 
방식에 내포독자가 보인 “반응”을 추적한다. 특히 플롯의 전개 혹은 내러
티브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내포독자의 반응”을 추적하며, 또 그 반응을 
누적한다. 그는 마태 내러티브를 여섯 부분으로 나눈다: I. 이야기의 구조 
형성(1:1-4:22); II. 하늘나라의 요구들(4:23-7:29); III. 하늘나라의 
권능(8:1-11:1); IV.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반응(11:2-18:35); V. 유
대에 임한 하늘나라 메시지(19:1-25:46); VI. 갈등의 발생
(26:1-28:20).8) 
   에드워즈의 연구에서, “플롯”은 내러티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
혀질 때 전개되는 이야기의 누적된 기록으로 정의되며, “플롯 전개”와 
“내러티브 전개”는 사실상 동의어로 간주된다.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예수에 관한 이야기, 곧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
여 그의 죽음 그리고 그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마크 A. 포웰
(Mark Allan Powell)은 에드워즈의 분석이 마태 내러티브 전체의 의미
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마태의 플롯 기술이 그 이상 어
떤 것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9) 
   에드워즈의 플롯 이해는 R. 숄즈(Robert Scholes)와 R. 켈로그

8)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11-12.
9) Powell, “The Plot and Subplot of Matthew's Gospel,”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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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Kellogg)가 내러티브에 관한 고전적인 저서에 제시한 ‘사건들
의 개요’와 유사한 것으로 적합한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문학
이론가들은 더 집중적 적용을 하면서 플롯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내러티브 내용에 대한 순차적 기술 그 이상을 의미한다. 플롯에 대한 정
의는 전형적일 수 있는 연결에 대한 기술을 내포한다. 플롯의 개념은 내
포저자의 마음에 그리고 내포독자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플롯은 내러
티브 담론에 그리고 이야기의 사건에서 기인한다. 키에란 이건(Kieran 
Egan)의 말을 빌리자면, “플롯은 결정적이며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을 결정하며 순서를 정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런 점에서 플롯 기
술은,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내포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의 
사건들을 연결짓고 해석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내포
독자는 이런 요소를 통해 이야기의 특정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
하게 여기거나, 플롯이 단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점
을 인식한다.10)

메이트라의 연구(1987): 핵심사건과 보조사건의 논리

   프랭크 J. 메이트라(Frank J. Matera)는 플롯을 “사건의 배열” 

(arrangement of incidents)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력에 기
초하여, “특별한 감정적 혹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시간과 인과
성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정의한다.11) 그가 말하
는 “사건”의 개념은 S. 리몬-케넌(Shlomith Rimmon-Kenan)의 개념, 
곧 “발생하는 어떤 것, 동작을 표현하는 부사나 명칭으로 요약되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하나의 행동이나 활동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련의 사소한 일들이나 매개적 상태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
으며 일련의 실제적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12) 또한 그는 문
학비평가 세이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의 통찰력, 특정의 사건

10) Ibid., 188-89.
11) Matera, “The Plot of Matthew's Gospel,” 235.
12) Ibid.,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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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롯에 더 중요하고 더 필수적이라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사
건”(핵)과 “보조사건”(위성)을 구분하고, 나아가 핵심사건(핵)을 중심으
로 한 내러티브 블록을 설정하여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설명한다.13) 

핵심사건(핵) 내러티브 블럭
예수의 출생 메시아의 오심(1:1-4:11)
예수의 사역 착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선

포, 가르침, 치유 사역(4:12-11:1)
침례자 요한의 질문 메시아가 사역하면서 직면한 위기

(11:2-16:12)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예수의 
대화

메시아의 예루살렘으로 여행
(16:13-20:34)

성전 청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21:1-28:15)
지상명령 지상명령(28:16-20)

그는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거절과 그 결과로 복음
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이야기로 이해한다.14)
   메이트라는 플롯을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적 연결, 곧 “내러티
브 논리”로 간주한다. 그는 최종 결과의 관점에서 개개 사건의 연결, 곧 
내러티브 논리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태복음서의 종결이 
‘최종 결과’이며, 그 내용은 권세 있으며 부활한 예수가 예배와 신뢰로 
자신에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방에 전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마태복음서의 플롯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의 
등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
수를 메시아로 수용하길 거절한다.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간
다”이다.15) 

13) Ibid., 238.
14) Ibid., 253.
15) Powell, “The Plot and Subplot of Matthew's Gospel,”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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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웰은 메이트라의 플롯 연구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
째, 메이트라는 “가능성의 경사 혹은 희박”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서의 플
롯을 분석하고 있으나, 모든 내러티브가 가능성-개연성-접근성의 패턴
으로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플롯 전개는 일의 특별한 상태 혹은 
관련 인물에 관해 제시된 것의 견지에서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의 경사 
견지에서 마태복음서의 플롯을 분석하는 것은 편견을 갖고 시작하는 셈
이다. 둘째, 엄격한 인과성을 기준으로 플롯을 연구하면 특정 국면에 집
중할 수는 있지만, 전체 플롯 전개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것, 예를 
들면 약속-성취 모티프를 간과 할 수 있다. 셋째, 마태복음서의 최종적 
결말을 마지막 몇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성급한 가정일 수 있다. 
내러티브 이야기의 효과적 결말과 그 담론의 실제적 결말이 동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도 28장 16-20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넷째, 플롯이 단 하나의 스토리 라인(story line)의 견지에서 이해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내러티브는 연결의 복수(plurality)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하부 플롯, 곧 주요 플롯과 관련되면서도 일탈하여 전개하
는 그리고 그 자신의 통전성(integrity)을 가지는 플롯에 관해 반드시 말
해야 한다.16)

킹스베리의 연구(1988, 1992): 갈등

   킹스베리는 “마태 이야기의 플롯” 연구에서, 이야기의 인과적 전개 및 
갈등적 분석에 입각하여 플롯을 고찰함으로 복음서 자체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 관점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에 관한 마태의 이야기의 플롯 
전개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수와 유대 당국
자들간의 갈등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해결되며 또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지를 밝히려 했다. 마태의 예수는 유대 당국자들과 불구대천 갈등
을 겪는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으로 승리를 예
수에게로 아이러니 하게 돌린다. 그들 간의 갈등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16) Ibid., 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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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서 해결되고 있기에, 특히 십자가는 예수 이야기의 절정이다.17)
   킹스베리는 시간적 순서나 인과성보다는 갈등을 플롯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종말적 대리자인 예수는 사탄, 귀신들, 자연, 질병, 
여러 권세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의 제자들, 심지어 자신과 갈등
한다. 그렇다고 이런 갈등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
다. 마태 이야기의 플롯이 중심축으로 삼는 갈등은 “예수와 이스라엘간의 
갈등이다.”18) 내러티브는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의 화해할 수 
없는 반대자로 제시한다. 그러나 갈등이 처음에는 그 긴장도가 상대적으
로 매우 낮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갈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대
결적이 되어, 결국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이른다. 이전에 예
수에게 호의적이던 유대 무리들마저 예수를 반대하는 지도자들 편에 선

17)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16; Jack Dean Kingsbury, “The Birth Narrative of Matthew,” The Gospel of Matthew in Current Study: Studies in Memory of William G. Thopson, S.J., ed. David E. Aune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01), 155는 마태가 서술하는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고 말한다. 시작부분(1:1-4:16)에서, 마태는 내포독자에게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를 소개한다. 중간부분(4:17-16:20)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수의 공적 사역(4:17-11:1)과 이스라엘의 예수 거부(11:2-16:20을 말한다. 끝 부분(16:21-28:20)에서, 마태는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과 그의 고난, 죽음 및 부활에 관해 말한다; 참고. Kingsbury, 마태복음서 연구 , 4, 22-24의 설명에 따르면, 마태가 두 차례 “이때로부터 예수가 ……시작했다”는 어구(4:17; 16:21) 다음에 예수 생애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태복음서의 구조를 분석한다. 첫째 어구(4:17)는 예수의 공적 선포를 묘사하면서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하며, 둘째 어구(16:21)는 메시아 예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면서 복음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한다. 그는 마태 내러티브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I. 메시야 예수의 인격(1:1-4:16); II. 메시아 예수의 선포(4:17-16:20); III. 메시야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16:21-28:20). 이런 구조는 예언과 성취의 범주, 곧 “이스라엘의 때”와 “예수의 (지상의 그리고 높임 받은) 때”에 관계된 두 시대의 구속사적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 메시아의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주제적 흐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궁극적 의미가 된다(구속사적 개념)는 하나의 신학적 주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기독론을 이해하게 한다; Carter, Matthew, 151은 “이때로부터 예수가 ……시작했다”는 어구를 중심으로 할 경우 “그때로부터”라는 어구(26:16)를 간과한다
고 지적한다.

18) Jeack Dean Kingsbury, Matthew as 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4. 이야기 마태복음 ,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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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물론 마태 이야기 플롯 안에서 있는 또 다른 갈등, 곧 예수와 그의 
제자들간의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이 내러티브의 전반에서 지속되지만, 예
수와 이스라엘간의 갈등보다는 근본적이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를 반대
하는 갈등은 그에 대한 앙심이나 적대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이나 믿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20)
   킹스베리가 마태 내러티브에 있는 갈등의 요소에 관심을 둠으로 다른 
분석과는 차별을 두면서 정확하게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기술한 것으
로 평가받는다. 그는 한 개 이상의 축과 함께 갈등의 전개에 관심을 쏟음
으로 마태의 플롯이 사건들에 대한 단 하나의 연결고리의 견지에서 기술
될 수 없음을 파악했다. 오히려 그것은 세 개의 구별된 스토리 라인, 곧 
예수에 관한 이야기, 유대지도자에 관한 이야기,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의 제시로 정의된다. 물론 전체 내러티브의 구성과 형태에 가장 강
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에 관한 스토리 라인이다. 내러티븐 전체에
서 이런 주도적인 스토리 라인은 마태의 플롯에 대한 전체적 기술에 중
요한 다른 스토리 라인과 얽혀있다.21) 그러나 스토리 라인을 추적하고 
그것을 또 다른 스토리 라인과 연결할 수는 있어도, 내러티브 전개 과정
에서 내포독자의 이해 누적에 대한 설명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호웰의 연구(1990): 약속/성취 및 수용/거절의 주제를 통한 구속사 참여

   데이빗 B. 호웰(David B. Howell)은 마태 내러티브에 구속사라는 
신학적 주제 연결하여 이해를 시도한다. 마태 내러티브의 구성적 국면과 
구속사 개념의 구성적 국면이 서술된 사건들을 일종의 의미 있는 전체로 
열거한다는 것이다. 그는 약속/성취 및 수용/거절의 주제가 예수를 중심
으로 구속사의 완성과 목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22) 호웰은 내러티브의 
시간적 국면과 구성적 국면을 구분하여 각각 ‘스토리’(story)와 ‘내러티

19) Ibid., 4.
20) Ibid., 8.
21) Powell, “The Plot and Subplot of Matthew's Gospel,”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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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narrative)라 부른다. 스토리는 ‘내용’ 혹은 ‘내러티브 텍스트에 관해 
이야기되는 것’으로,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수단 혹은 이야기가 되는 방식으로, 텍스트에 사건이 
제시되는 순서와 패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일관성을 부여하
는데 사용된 수사학적 기교들 예를 들면 관점이나 속도 그리고 종결 등
을 포함한다. 그는 스토리의 사건들이 내러티브에 플롯화되는 방식, 그리
고 이런 배열화에서 기인하는 내러티브 세계의 시간 경계에 관심을 두어
야 한다고 말한다. 스토리의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의 경험이 내러티브에 
플롯화되는 방식을 통해 플롯화된 스토리의 의의에 대한 단서를 후대 독
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23) 마태 내러티브 세계의 시간적 경계는 한
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까지 소급하며(1:1-17), 다른 한
편으로는 인자가 오는 무한한 미래로까지 확장한다(19:28; 24: 29ff.; 
25:31ff.). 그렇기에 후대 독자가 내러티브에 참여할 시간적 여지가 있다
고 본다.24) 또한 서술자의 설명과 성취 인용양식이 독자의 참여를 고무
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급제시(analepses)와 사전제시(prolepses) 
개념을 이용하여 스토리 시간과 내러티브 시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약속
과 성취의 사상은 스토리를 특히 혼합 소급제시(mixed analepses)를 통
해 플롯하는 방식에 기여한다. 그리고 혼합 사전제시를 통해서는 마태 공
동체가 마태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독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25) 
   저자가 역사적 사건들을 시작, 중간, 끝을 가진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
하는 과정 혹은 요소가 바로 플롯이다.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에는 두 가
지 주제가 있다. 첫째, 약속/성취 관계는 마태의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의 이전 역사와 연결하며, 또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 희망의 성취로 
묘사한다. 예언/성취 주제는 내러티브 안에서 플롯화 장치 역할을 하여, 
그것에 의해 스토리가 시간적으로 전개된다. 예고는 기대를 갖게 하며 극

22)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94.
23) Ibid., 95-96.
24) Ibid., 98.
25) Ibid., 10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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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도를 높인다. 이런 플롯 장치는,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아도 내
러티브가 전개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집중되는 사건을 예고하는 내적 사
전제시의 형태를 취한다.26) 둘째 주제는 수용/거절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갈등을 중심으로 한 플롯 분석보다는 수용/거절 관계가 보다 정확
한 플롯 요소라 할 수 있다. 첫째, 예수와 그의 하늘나라 선포를 수용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 지의 문제가 마태복음서에서 갈등이라는 문학적 주
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와 이스라엘간의 갈등은 예수와 제자들
간의 갈등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거절하지
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지시한 모든 명령을 지키기 때
문이다. 둘째, 수용/거절 주제는 예수 자신이 직면한 갈등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4:11ff.)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26: 
36ff.),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 지의 
유혹에 고전한다. 예수와 제자들간의 병행은 마태 이야기의 중요 국면이
고, 킹스베리의 플롯 요소에 대한 일반 진술보다는 더 특별한 관계 범주
로 관심 대상이다.27) 호웰은 내러티브 전개를 따르면서 약속/성취 그리
고 수용/거절이라는 플롯 요소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
며 마태복음서를 독서한다. 독서는 내러티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독자
가 정보를 처리하여 내러티브 세계를 구성하는 선적이며 시간적 경험이
기에, 특별한 관심을 플롯의 순서에 집중한다. 이런 접근은 특정한 개요
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서로 관련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그는 엄격한 개요의 범위 견지가 아니라 내러티브 전개 안
에서 광범위한 부분의 견지에서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눈다: I. 
1:1-4:16; II. 4:17-11:1; III. 11;2-16:20; IV. 16:21-20:34; V. 
21:1-25:46; VI. 26:1-28:20.28)
호웰의 플롯 연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스토리 및 내러티브의 구성 과
정 혹은 요소를 특징에 집중한다. 그는 후대 독자가 예수와 그의 가르침
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기술하는 내러티브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

26) Ibid., 111-12.
27) Ibid., 113.
28) Ibid., 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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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그의 플롯 연구는 마태 내러티브를 스토리 층위와 내러티브 층
위로 나누며, 또한 플롯 장치로 간주하는 예언/성취 및 수용/거절 주제
를 혼합 소급제시, 특히 혼합 사전제시를 통해 설명한다. 플롯의 주요 요
소 간주되는 갈등보다는 구속사의 이중적 주제가 플롯의 주요 요소로 강
조하며, 내러티브의 해석에서 연속적 읽기를 강조한다.

포웰의 연구(1992): 내러티브 전개, 인과성, 갈등의 종합

   포웰은 에드워즈가 내러티브 전개 요소를, 메이트라가 인과성을, 그리
고 킹스베리가 갈등의 요소를 강조하여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에 대한 이
해를 돕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내러티브 전개
(Narrative Flow), 인과성(Causality), 갈등 분석(Conflict Analysis)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포웰은 “내러티브 전개”와 관련하여, “그때로부터 예수는 ……하기 
시작했다”(4:17; 6:21)가 서술자 자신의 명시적 표시 역할을 하며 또 내
포독자에게 이야기의 전체 전개에서 주요한 새로운 전개를 알려주는 역
할을 하기에 플롯 전개의 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9) 또한 
서술의 시간적 국면, 곧 담론 시간(discourse time)-서술의 순서, 지속, 
빈도-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서술 시간을 고려하자
면, 예수가 ‘선포’는 위대한 강화들과 ‘고난 내러티브’에 대한 서술의 양
이 많기에 서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따라서 서사 속도는 느려진다. 따라
서 내포독자는 그것에 더 집중한다. 고난 내러티브 밖에 있는 고난 모티
프-세 차례 고난 예고(16:21; 17:22-23; 20:17-19), 고난 암시(예. 
9:15; 17:9-12), 베들레헴 유아 살해(2:16-18), 침례 요한의 죽음
(14:1-12; 참고. 17:12)-는 이야기 시간을 무시하면서 고난 내러티브
를 예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태 내러티브의 담론 시간과 내러티브 
전개의 분명한 표시가 선포와 고난의 사건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마태의 플롯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30)

29) Powell, “The Plot and Subplot of Matthew's Gospel,”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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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과 관련하여, 마태 내러티브에서 인과적 진술은 마지막 몇 구
절에만 있지 않다. 내포독자가 신뢰하는 세 차례의 음성(1:21; 9:13; 
20:28)은 전개되는 사건의 목적을 직접 진술하여 내러티브 전개에 내러
티브 논리성을 부여한다. 천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라 불릴 것이
라고 선언하는데, “그가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
문이다(1:21). 주인공 예수는 죄인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왔으
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줄 것이다(9:13). 열
방까지도 그의 백성으로 부른다(20:28).31) 인과성의 관점에서 마태의 
플롯을 분석하면 이 이야기는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에게로 전해진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방식에 관해 말한다. 마태복음서의 플롯은 이 목적이 예수의 사
역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죽음에서 성취된 방법을 기술한다.32)
   “갈등 분석”과 관련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관련한 갈등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반대 견지에서 주로 정의된
다. 그리고 제자들과 갈등은 제자도의 표지로서 고난과 섬김을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반대의 견지에서 정의된다. 이런 갈등은 십자가 사건에서 해
결되지만, 예수가 그들 모두를 잃는 비극적 해결이다. 그는 이런 비극적 
해결을 일종의 역설(아이러니)로 보고, 갈등의 더 깊은 차원을 보아야 한
다고 제안한다. 곧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과 유대 지도자 혹은 제
자들을 통해 활동하는 사탄간의 갈등이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는 사탄과 
보다 큰 갈등에 승리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나 그의 제자들과 갈등에 패
배한다. 그러나 부활과 지상명령 이야기가 이런 패배를 상쇄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견지에서 관계를 새롭게 한다. 표면상,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의 제자들과 갈등은 이전과 같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바
꿨다.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으며, 그래서 새로운 사
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우주적 권세와 영원한 임재에 기초한 
것이다.33)

30) Ibid., 194.
31) Ibid., 195-96.
32) Ibid.,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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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석하면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즉, 마태 내러티브에는 하나의 주 플롯과 두 개의 하위 플롯으로 복잡하
게 구성되어 있다. 주 플롯은 내러티브에 그것의 가장 의도적인 논리와 
가장 깊은 의미를 제공한다. 반면에 하위 플롯은 주요 주제와 관련한 그
러나 그 자체의 특정한 완전한 부차적 전개를 포함한다.34)
   포웰의 플롯 분석은 가히 종합적이다. 내러티브 전개, 인과성, 그리고 
갈등 등의 요소를 종합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대한 연구의 미비
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나의 주플롯과 두 개의 하위플롯
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여전히 갈등 중심이며, 하늘나라를 충
분히 말하지 않으며, 내러티브에 대한 연속적 읽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카터의 연구(1992, 1996)

   웨런 카터(Warren Carter)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어 플롯의 핵심
적 특징을 행동의 일관된 통일성(unity)으로 간주한다. 곧 행동에는 시
작과 진행 그리고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인과성(causality)이 이런 
통일성과 순서(sequence)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연결
하는 방법에는 연결사-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등-의 사용이 있다. 
연결사들은 순서, 결과, 함축적 의미, 설명, 그리고 이유를 나타낸다. 따
라서 독자는 사건들을 연결하여 통일된 연쇄적 순서를 만들어야 한다. 
“연결 논리”의 심화된 국면은 플롯에서 시간 관계(time relationship)이
다. 저자는 다양한 가능성의 관계로 사건의 순서를 정한다. 예를 들면 과
거 장면으로의 순간적 전환(flashback), 이야기의 도중에 미래의 어떤 
장면을 삽입하는 표현 기법(flashforward), 예고, 지속, 요약, 빈도, 반복 
등이다. 카터는 사건들 중에서 통일성, 순서, 인과성, 시간 관계 등을 플

33) Ibid., 197-98.
34) Ibid., 199;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ture Terms (New York, 1958), 138은 하위 플롯을 그 자체로 완전하며 흥미로운 제2의 이야기로 정의하며, 주 플롯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히며 전체적 효과는 격상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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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의 요소로 간주한다.35)
   카터는 독자가 채트먼의 “계층화 논리”(logic of hierarchy)를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롯을 구성하는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
한 사건을 판별해야 플롯의 통일성과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 사
건은 반복 어구, 새로운 활동, 중요 문제 강조 등을 근거로 결정한다. 그
래서 채트먼은 핵심(kernel)과 위성(satellite)을 구별한다. 독자가 핵심
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핵심은 주요 분기점으로, 플롯은 전
개시킨다. 둘째, 핵심은 분기점으로서 이어서 나올 핵심이 말할 질문을 
제기한다. 핵심은 이전 핵심의 결과이다. 넷째, 핵심은 내러티브 블록에
서 중심 사건의 역할을 한다. 반면에 위성은 핵심에서 기인한 사소한 사
건들로, 핵심을 보완하며 설명하면서 내러티브 블록(narrative blocks)
을 형성한다. 독자는 내러티브를 소급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말
의 관점에서 플롯의 핵심과 위성을 확인한다.36)
   카터는 마태 내러티브에서 여섯 개의 핵심과 내러티브 블록을 확인한
다.37)
∙ 1:18-25 (1:1-4:16) -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적 임재를 현시하는 예

수의 잉태와 사명 위임으로 이야기를 착수하
신다.

∙ 4:17-25 (4:17-11:1) - 예수는 가르침과 치유의 공적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를 드러낸다.

∙ 11:2-6 (11:2-16:20) - 예수의 행위와 선포는 인간의 수용 혹은 
거절의 반응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임명받
은 대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 16:21-28 (16:21-20:34) -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하나님
의 목적이 죽음과 부활임을 가르친다. 이 사
건은 역시 제자도를 형성시킨다.

∙ 21:1-27 (21:1-27:66) -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

35) Carter, Matthew, 151-55.
36) Ibid., 155.
37) Ibid.,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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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충돌하시고 그들에게 거절당한다. 그들
의 손에 죄의 용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
어 주면서 예수는 죽는다. 

∙ 28:1-10 (28:1-20) -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림으로 반대, 죄, 죽음 등
을 극복한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고 약속한다.

   카터의 플롯 연구는 행동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인과성에 주목하
면서, 시간 관계에 근거한 연결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사건을 핵심 사건
과 위성 사건으로 구분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하
늘나라를 플롯의 축으로 삼아 기독론과 제자도라는 신학적 주제들을 설
명하고 있다.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연구 방법론
   문학이론가들이 말하는 플롯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그런 개념
들에 기초하여 연구된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분석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플롯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겠다.

플롯의 요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장르를 논하면서 플롯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다. “첫째, 상세하면서도 신중하고 완전한 행동에 대한 모방; 둘째, 그 부
분의 각 형태에서 유쾌한 언어를 통해; 셋째, 서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넷째, 동정과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면서.”38)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적 예술 형태에서 역동적이고 연

38) O. B. Hardison, Aristotle's Poetics: A Translation and Commentary for 
Students of Literatur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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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히 옳다.39) 존경
받는 현대 문학이론가들이 말하는 플롯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 R. S. 크레인(R. S. Crane) - “저자의 창안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

동과 작중인물 그리고 사상 등의 요소를 저자 자신의 손으로 특수하
게 시간적으로 종합한 것이다.”40) 

∙ M. H. 아브람스(M. H. Abrams) - “어떤 특수한 정서적 예술적인 
효과(카타르시스)를 달성할 목적으로 행동을 조직적으로 배열한 것이
다.”41) 

∙ K. 이건(Kieran Eagan) - “하나의 결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
으키도록 사건들을 설명하고 연속화하는 법칙의 집합이다.”42) 

∙ R. 숄즈(Robert Scholes)와 R. 켈로그(Robert Kellogg) - “서사문
학에서 역동적(dynamic)이고 연속적인(sequential) 요소이다.”43) 

∙ W. C. 부쓰(Wayne C. Booth) - “통일성을 결정하는 인과관계의 
완결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 처음으로부터 그 일이 개연성을 획득
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모든 일이 필연적이 되는 끝에 이르는 운동의 
원천이다.44)

39) Robert Scholes and Robert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서사의 본질 , 임병권 역 (서울: 예림기
획, 2001), 271.

40) R. S. Crane,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e Jones,” ed. R. S. Crane, Critics and Criticism: Ancient and Moder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플롯의 개념,” 현대 소설의 이론 , 김병욱 편․최상
규 역 (서울: 예림기획, 1997), 243-44.

41)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ture Terms (New York, 1981). 문
학용어사전 , 최상규 역 (서울: 보성출판사, 1998), 214.

42) Kieran Eagan, “What Is a Plot?,” New Literary History, vol. 9, No. 3 (1978): 455-73. “플롯이란 무엇인가?,” 현대 소설의 이론 , 김병욱 편․최상규 역 (서울: 예림기획, 1997), 308.
43) Scholes and Kellogg, 서사의 본질 , 270, 271.
44) Wayne C. Booth, A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126. Eagan, “What Is a Plot?,” 2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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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이론가들이 플롯 연구할 때 염두에 두도록 요구하는 점들이 있
다. 첫째, 플롯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플롯을 행동에만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동, 등장인물, 그리고 사상 등의 요소 중 어느 것을 
주요 원리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플롯,” “등장인물의 플롯,” 혹은 
“사상의 플롯”이 있을 수 있다.45) 둘째,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이나 사건
을 경시해서는 안 되고, 전체 내러티브 전개 혹은 흐름 안에서 그것들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즉, 순차적 예술(art in sequence)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46) 플롯은 의도된 효과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진 단일하고 
완벽하고 질서 있는 행동의 구조물이기에 불필요한 구성 부분이나 부수
적 사건이 전혀 없다. 설령 하위 플롯이 있을 지라도 그것은 주 플롯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체적인 효과를 고조시킨다.47) 셋째, 작품을 읽는 독
자가 느끼는 욕구와 예상간의 상호작용을 그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연속
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플롯을 분석해 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 플롯을 완전히 예술적인 의미에서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플롯을 논할 때에는 그것의 플롯의 제재 혹은 내용-행동, 등장인
물, 사고-과 그것의 형식을 구분해야 한다.48) 넷째, 내러티브의 골격이
라 할 수 있는 플롯에 혼을 불어넣는 인물구성, 동기 부여, 묘사, 그리고 
논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49) 특히 내포저자/서술자와 내포독자간의 의미
전달 과정에서 특히 내포저자가 내러티브 사건으로 인식한 사건들의 전

45) Crane, “플롯의 개념,” 243; Ibid., 244에 따르면, 행동의 플롯에서는, 주인공의 상황이 그 성격이나 사상에 의해서 한정되고 영향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 종합의 원리이다. 등장인물의 플롯에서는, 종합의 원리가 행동에 의해 촉진되고 또 행동을 모형으로 삼으려, 행동과 사상 그리고 감정에 다 같이 표명되는 주인공의 인격의 완성된 변화 과정이 종합의 원리이다. 그리고 사상의 플롯에서는 성격과 행동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주인공의 사상의 변화 및 거기에서 결과되는 그의 감정 변화의 전 과정이 종합의 원리가 된다.
46) Richard A. Edwards, “Uncertain Faith: Matthew's Portrait of the Disciples,” in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ed. Fernando F. 

Segov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47.
47) Abrams, 문학용어사전 , 214, 216.
48) Crane, “플롯의 개념,” 245; Eagan, “플롯이란 무엇인가?,” 308.
49) Scholes and Kellogg, 서사의 본질 , 311.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I) 207

개에 주목해야 한다.50)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연구 방법론 제안

   연구자는 앞서 지적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롯 분석 방법론을 내
러티브 의미전달 모델에 기초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가 보여주
었듯이, 마태복음서의 문학적 유형(genre)은 내러티브이다. 킹스베리는 
마태복음서의 장르를 ‘하나의 통일된 내러티브 또는 예술적 총체’라 말한
다.51) 에드워즈도 수필이나 연대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
한 내러티브라고 말한다.52) 
   내러티브에는 플롯화된 스토리 층위, 서술 양식의 텍스트 층위, 그리
고 의미 투사와 의미 수용의 서술 층위가 있다. 내러티브의 층위 구분 문
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으로 대
변되는 서사의 이중 층위, 곧 내용 층위와 표현층위로 구분이 있다. 그러
나 이분법은 서사물에 대한 효과적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어 일부 서사학자들은 세분화를 시도했다(예. R. Barthes[1966], M. 
Bal[1980], Rimmon-Kenan[1983]). 리먼-케넌은 ‘스토리 층위―텍
스트 층위―서술 층위’로 구체화시켰다. 스토리 국면에서는 사건과 등장
인물을 다루고, 텍스트 국면에서는 시간과 인물구성 및 초점화를 다루고, 
서술 국면에서는 서사 수준과 목소리 그리고 대화 재현 등을 다룬다. 물
론 층위들에 대한 분절화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개체적이지 않고 상호 
연동적이다.53) 플롯화된 스토리 층위와 서술 양식의 텍스트 층위 그리고 

50) 참고. Wayne C. Booth, A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소설의 수사학 , 최재석․이 경우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87);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5).
51) Kingsbury, Matthew as Story, 1-2.
52)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11; Edwards, “Uncertain Faith,” 47.
53)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Accents․New York: Methuen, 1983). 소설의 현대시학 , 최상규 역 (서울: 예림기획, 1999), 12; Michael J. Toolan, 서사론 , 김병욱․오연희 

공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5), 2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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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산출과 의미 수용의 서술 층위 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5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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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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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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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화된 스토리 층위

서술 양식의 텍스트의 층위

의미 투사와 의미 수용의 서술 층위

< 내러티브의 의미전달 모델 >

실
제
독
자

실
제
저
자

주인공 주변인물
배경

사건
의미

   이 모델은 서사물을 의미전달을 위한 문학적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의미전달에 참여하는 요소들을 세분화하면서 특히 서술자에 집중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내러티브의 세 층위 입장과 H. 본하임(H. 
Bonheim)의 네 가지 서술 양식 견해55)가 전제되어 있다.
   제시한 모델의 기본 개념과 관련 용어를 간략히 설명한다.56) 먼저, 
‘서술 층위’는 서술자의 책임 하에 내포독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전달 과정
을 말한다. 
∙ 내포저자(implied author) - 의미전달 과정의 우선적인 참여자로, 

텍스트의 모든 성분으로부터 추측되고 집성된 하나의 구성물, 곧 내
포적인 규범이라는 문학적 장치이다. 즉, 실제저자의 ‘내포된 관점,’ 

54) 참고.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 98.
55) Helmut Bonheim, 서사양식: 단편소설의 기법 , 오연희 역 (서울: 예림기획, 1998).
56)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 95-135를 참고할 것을 밝히면서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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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작가의 형상’이다. 
∙ 서술자(narrator) - 내러티브의 필수 요소로, 내러티브를 서술하고 

내포독자에게 말을 거는 수사학적 수행장치, 곧 인간성이 제거된 목
소리로 정의된다.

∙ 피서술자/피수화자(narratee) - 서술자의 이야기 상대자이다. 
∙ 내포독자(implied reader) - 실제저자의 객관화된 사고에 기원을 둔 

수사학적 구성체(rhetorical construct)이다.
 
   ‘텍스트 층위’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행위의 기능을 하는 구술 혹
은 기술된 담화를 말한다. 텍스트 층위에는 서술 양식, 텍스트-시간, 초
점화 등의 요소가 있다. ‘서술 양식’에는 묘사, 발화, 보고, 그리고 논평이 
있다.
∙ 묘사(description) -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맛볼 

수 있고, 무게나 수치를 잴 수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한 것으로, 장소, 
사람, 사물들 간의 관계를 말해 줄 뿐 아니라 그것들의 모습이나 속성
을 말해준다. 

∙ 발화(speech) - 시간 속에서 행동하는 사물들을 두고 등장인물 스스
로가 표현하는 말에 대한 재현으로 정의된다. 

∙ 보고(report) -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서술 양식을 
말한다. 

∙ 논평(comment) - 사람, 장소, 대상,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판단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것들의 성격을 정의한다. 정보전달의 명료성에 따
라, 명시적 논평과 암시적 논평-상징, 오해, 아이러니-으로 양분된
다. 

텍스트-시간은 내러티브 안에서 스토리와 텍스트 사이의 연대기적 관계
로 정의되고, 이것은 ‘스토리 시간’(story time)과 ‘텍스트 시간’(text 
time)으로 나뉜다.
∙ 스토리 시간 - 사건의 선조적인 연속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관례적이

고 실용적인 면에서 편리한 일종의 구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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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시간 - 공간적인 차원의 시간으로, 텍스트라는 연속체 안에서
의 언어적 분편의 선조적인 배열이다. 

연대기적 일탈 또는 시간 변조를 가장 철저하게 연구한 쥬네트는 텍스트 
시간의 세 가지 주요 국면들, 즉 ‘순서’(order), ‘지속’(duration), 그리
고 ‘빈도’(frequency) 등을 구별해서 다룬다. 
∙ 순서 - 스토리 속에서 사건의 연속과 텍스트 안에서 그것들의 선조적 

배치 관계를 말하고, 여기에는 동종 혹은 이종의 ‘소급제
시’(analepsis)와 ‘사전제시’(prolepsis)가 있다. 

∙ 지속 -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소요했을 시간과 그 사건들을 서술하는
데 소요된 텍스트의 분량간의 관계를 서사적 속도로 표현한다. 여기
에는 무한 속도의 ‘생략,’ ‘요약,’ 무한 속도와 완전 정지의 중간 속도
인 ‘장면,’ ‘확장,’ 그리고 완전 정지의 ‘휴지’ 등이 있다. 

∙ 빈도 - 한 사건이 스토리 속에서 나타나는 횟수와 그것이 텍스트 속
에 서술된 횟수와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 이야기하는 ‘단회 서술,’ 한 번 일어났던 일을 n번 반복하는 ‘중첩 
반복,’ 그리고 n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요약 반
복’(iterativ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자의 인칭과 전지 정도의 변수를 기준으로 소위 ‘시점 혹
은 관점’을 말하지만, 서술자의 목소리가 취하는 형식들과 그것의 효과 
그리고 ‘서술자의 도덕적, 지적 특성’이 더 중요하기에, 대안적 용어로 
‘초점화’(focalization)를 선호한다. 
∙ 초점화(focalization) - ‘중재,’ 즉 이야기되는 상황․사건 제시에 채

용되는 지각 인식상의 위치－보여지고 느껴지며 이해되고 평가되는－

이다.

마지막으로 스토리(story) 층위는 행위자들에 의해 야기되고 경험된 일
련의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다. 
∙ 사건(event) - 서사적 사건의 종류에는 새로운 대안적 선택의 길을 

열어 행동을 전진시키는 ‘핵’(kernel), 그리고 행동을 확대, 확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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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혹은 지연시키는 ‘촉매’(catalyst)가 있다. 구조체인 스토리를 일
관된 의미 구조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핵’이다. 서사적 사건들은 
시간적 연속과 인과 관계의 원리에 따라 서로 결합하여 미시적 연속
을 구성하고, 또 거시적 연속을 구성한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 하나
의 완전한 스토리를 구성한다. 거시적 연속과 스토리 사이에는 ‘스토
리 라인’(story line)이 있다. 스토리 라인 중에서 우세한 것은 주요 
스토리 라인이 그 밖의 것들은 부차적인 스토리 라인이 된다.

∙ 배경(setting) - 등장인물의 행위와 감정이 적당하게 출현하는 장소
－등장인물이 활동하는 입체화된 장소－로, 분위기 조성, 갈등 결정, 
문제를 취급하는 등장인물의 기질 제시, 행동에 대한 설명 언급, 그리
고 독자의 문화권에서 드러내는 의미의 관념이나 뉘앙스 제시하는 역
할을 한다.

∙ 등장인물(character) - 서사 작품에 제시되는 인물로서, 그들이 하
는 말이나 대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의해서 그들의 도덕적 
기질적 특성이 파악된다.

   이미 고찰한 바 있듯이,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연구의 일부는 주로 내
러티브 전개, 인과성, 혹은/그리고 갈등 등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런 요소들은 주로 스토리 층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며 귀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 층위와 서술 층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서술 층위에서 내포독자가 서사적 사건을 읽고 전달
된 의미에 보일 반응, 특히 카타르시스를 중심으로 플롯을 분석해야 한
다. 서술 층위에서 내포독자가 반응으로 보일 인식이나 행동의 결단을 내
러티브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층위의 요소들도 고려의 대상
이다. 텍스트 층위와 관련하여 묘사, 보고, 대화, 논평 등의 서술양식, 텍
스트 시간, 초점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내러티브의 의미전달의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스토리 층위보다는 텍스트 층위와 서술 층위에서 의미가 분
명해진다는 사실은 플롯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연구가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은 내러티브 전개, 인과성, 그리고 갈등의 
요소들도 내러티브의 세 층위를 고려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더 부가하자면, 메시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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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하늘나라(h ̀basilei,a tw/n ouvranw/n)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
하여 플롯 분석 방법론을 표현하자면,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제안
   앞서 제안한 플롯 분석 방법론, 곧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분석
하겠다. 단, 지면 관계상 앞의 일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서언: 하늘나라의 여명(1:1-4:11)

   서술자 마태는 내포독자를 교육하여 자신의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읽
게 한다. 여기서 텍스트에 투사되어 있는 태도, 등장인물, 그리고 내러티
브 세계에 관한 처음 정보는 내포독자에게 정확한 해석 기술의 기준이다. 
‘처음의 새로운 효과’로 인해, 이런 정보는 유지되며 이어지는 내러티브 
해석에 영향을 준다.57) 마태 내러티브의 서술자는 이어지는 내용을 위한 
초석의 정보를 서술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전체 이
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예수와 반대자들간
의 갈등을 어렴풋이 드러내며, 또 내러티브 전체에서 사용되는 플롯 요소
를 제시한다. 

하늘나라 대리자 임재(1:1-17, 8-25)

   서술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원
의 책”(Bi,bloj gene,sewj VIhsou/ Cristou/ uìou/ Daui.d uìou/ VAbraa,m))이라는 
논평으로 내러티브를 연다. 여기서 “기원의 책”이라는 서술은 세상에서 

57)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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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류의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시
작을 의미한다. 서술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다윗
과 아브라함을 메시아 예수와 관련짓는다.58) 서술자는 전형적인 가부장
적 목록을 시간적으로 열거하다가 특이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이른바 ‘낯
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이름-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등, 예수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요
셉, 마리아의 예수 출산 등에 관한 언급이다. 결정적으로 서술자는 아브
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메시아에 구분점을 표시하여 기원의 책이 열네 
대의 삼중구도로 구성했다고 요약적 논평을 한다.
   서술자의 설명적 논평에 해당하는 족보는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
사에 확고하게 위치시키며 또 내러티브 세계의 시간적 좌표를 세운다. 또
한 구약성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반복적 언급에 대한 토대를 놓는다. 이
것은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닻을 내리게 하는 주요 문
학장치이다. 마태는 구약성서 인용 양식을 사용하여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 기대와 그의 백성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분으
로 제시한다.59) 따라서 내포독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듣고 민족과 땅을 약속 받은 백성이 경험한 희망과 영광을 상기하면서 
다윗 가문의 기원을 생각한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
기 때까지의 족보를 듣고 다윗 왕권과 거룩한 도시에 관한 언약을 중심
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최상의 영광과 최악의 도덕적인 비극을 상
기한다. 마지막 부분을 듣고는 가장 긴 영적 침체기에 이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여호와의 약속들이 영광스럽게 성취된 절정을 생각한
다.60) 
   서술자가 단 숨에 2천여 년을 서술하고 있기에 서사속도는 아주 빠르
다. 내포독자는 이런 특이한 족보를 듣고서 족보를 통해 서둘러 전하려는 
메시지에 궁금한 마음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제3의 존재, 곧 하나님의 

58) Carter, Matthew, 121.
59)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99, 115-16.
60) 참고. Arther Robertson, 마태복음 , 나침반-정선주석 (서울: 나침반사, 1986), 33-34; Kingsbury, “The Birth Narrative of Matthew,”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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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다스림을 생각한다.61) 서술자가 묘사한 족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예시한다. 이 족보는 예수의 계보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포독자에게 알린다. 따라서 내포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
기를 이해하게 된다.62)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출생
에 가장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여 모든 일을 주도한 분이다.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했고, 다윗에게는 왕국을 약속했다. 이 
두 사람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한 
분이다. 파멸적 종국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내러티브의 평가적 관점(evaluative point 
of view)이다.63) 따라서 내포독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실패하고 것
으로 판단되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와 구원을 기대한다. 
   계속하여 서술자는 연결사 “그리고”(de,)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이 예수의 출생 사건(1:18-25)에도 역사 했다고 내포독자에게만 
요약적으로 논평한다. 서술자는 서술양식을 전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간섭한 하나님의 활동을 서술한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
태된 것이 성령으로(evk pneu,matoj àgi,ou) 인한 것이라는 논평은 하나님
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 서술이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관습적 전통
에 의거하여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도 주의 천사를 등장시켜 하나
님의 간섭이 계속된다고 서술자는 보고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케 한 목적은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서술자는 내러티브 전개를 잠시 차단하는 인용 

61)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16는 “이와 같은 순서의 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배열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바벨론 포로가 비록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라고 할지라도 예언적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분으로 해석되었다…… 독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서술될 신적 영향의 실체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62) Edwards, “Uncertain Faith,” 49.
63) Kingsbury, Matthew as Stor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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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사용하여 신적 예언의 종말적 성취에 관한 내적 정보를 내포독자
에게 설명한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VEmmanouh,l)이다. 이 이름 역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할 백성인 
“그들” 중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특히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신학
적 고찰’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적 역사의 시작을 서술한
다.64)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 및 간섭을 인식하여 낯설고 비-관습적인 
행동 요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의 출생이 이뤄지게 한다.65) 
요셉은 사회적 및 종교적 관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인
물이다.66) 하나님의 뜻은 예고적 의미에서 성취되는데, 그의 예정적 계
획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적 의미에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지
시가 요셉에 의해 수용되며 수행되기 때문이다.67)
   내포독자는 서술자가 제시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의 관점에서 예수
의 족보(1:2-17)와 출생(1:18-25)을 한 단위로 묶는다.68)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가장 권위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사 하시는 분으로 이
해한다.69) 서술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
야기를 전개시키기에,70) 내포독자는 하나님을 플롯의 선창자(initiator)
로 이해한다.71)

하늘나라 대리자 생존(2:1-12, 13-23)

   서술자는 연결사 “그리고”(de,)를 사용하여 예수의 출생과 관련한 또 

64) Kingsbury, “The Birth Narrative of Matthew,” 161-62.
65) Edwards, “Uncertain Faith,” 49;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17.
66) Carter, Matthew, 242-43.
67)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17.
68) Carter, Matthew, 121.
69)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16.
70) Edwards, “Uncertain Faith,” 49.
71) Carter, Matthew,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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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등장인물, 곧 유대 헤롯왕 그리고 동방에서 온 현인을 소개한다. 현
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하늘의 표적인 별을 따라와 갓 출
생한 “유대인의 왕”(ò basileu.j tw/n VIoudai,wn)을 찾아 그에게 경배하겠다
고 발화한다. 서술자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
적을 수용하며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수용하는 경배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한다.72) 그러나 헤롯왕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동요하
면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출생
지를 묻는 반응을 보인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언자의 글을 인용
하여 베들레헴이라 대답하고,73)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지정한 지도자, 
곧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소개한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유대
인의 왕’으로 말하고, 헤롯은 ‘그리스도’라 말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들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자 목자로 말한다. 서술자는 헤롯왕이 현인들
을 몰래 불러 자신도 경배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니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아이를 찾아
가 경배했다고 보고한다. 아이를 경배한 후 헤롯왕에게 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현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을 나타내는 꿈을 통해 그것과는 반
대되는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순종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내포독자는 
헤롯왕을 경계 대상으로 간주하고, 아기 예수와 헤롯왕 사이에 심각한 일
이 발생할 것을 예감한다. 반면에 아기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한
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자 먹이는 목자의 
임무를 가진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그리고”(de.)를 사용하여 현인들이 돌아간 것과 주의 천사 
출현 에피소드를 연결짓는다. 또한 “보라”(ivdou.)를 사용하여 내포독자의 
관심을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출현하여 지시한 말에 집중시킨다. 주
의 천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는 목적이 살육(avpole,sai)이니 이집트
로 피신하라고 알려준다.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72) Carter, Matthew, 243.
73) 참고.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17은 “그들은 헤롯을 도움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에 동조한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기꺼이 예수의 반대자가 될 것임을 알린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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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거함으로 주의 천사의 지시에 순종했다. 서술자는 요셉의 순종이 
예언, 곧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했다”를 성취한 것이라고 논평
한다. 서술자의 이런 논평에, 에드워즈의 분석대로, 내포독자는 하나님 
계획과 예수의 신적 기원을 상기한다.74) 내포독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
의 천사와 요셉을 사용하여 당신의 어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
의 개입으로 확신한다. 
   내포독자가 아기 예수의 생명 보존에 안도의 한 숨을 쉬려는 순간, 서
술자는 시간 부사 2그때”(to,te)를 사용하여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자신이 
현인들에게 속은 것에 분노하여 저지른 사악한 행동, 곧 유아 살인을 보
고한다. 내포독자는 헤롯이 현인에게 속은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
획과 활동에 역행하는 사악한 인물로 간주한다. 서술자는 예레미야의 구
절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출현에 수반되는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을 
설명한다. 이것마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말한다. 서술자는 다시 “보
라”(ivdou.)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내포독자에게 헤롯의 죽음을 알리고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출현하여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직접 알렸다고 보고한다. 요셉은 지시대로 이스라엘 
땅, 구체적으로 유대에 가 보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에 두
려워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꿈에 출현하여 갈릴리로 갈 것을 지시하
자, 요셉은 다시 순종한다. 서술자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
는 예언이 성취한 것으로 설명한다. 
   내포독자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인물이나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활동을 하는 분으로 확신한다. 하나님
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활동을 펼치려고 어린 예수의 생명을 
여러 차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한다. 따라서 
내포독자는 예수의 사역을 전망한다. 그는 헤롯왕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
정한 다윗왕의 자손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아브라
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에게 헌신한 일
군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경이로운 
잉태, 성서 인용 및 암시,75) 꿈과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등은 예수를 

74)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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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부각시킨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
성들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76) 

하늘나라 대리자 재가(3:1-17) 

   서술자는 “그러나 그 때에”(VEn de. tai/j hm̀e,raij evkei,naij)라는 막연
한 시간 언급을 통해 상당한 시간 간격을 표시하고, 곧바로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침례자 요한을 소개하며, 또 그의 선포활동을 보고한다. 요
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이
다”(Metanoei/te\ h;ggiken ga.r h̀ basilei,a tw/n ouvranw/n)고 선포한다. 서술
자는 요한의 발화를 통해, 하늘나라의 임재가 자신의 주요 관심사임을 드
러낸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길,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응
하는 생활방식”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는 침례자이기 앞서 회개를 촉구하
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는 설교자이다.77) 서술자는 요
한의 의식주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 그의 정체를 예언자로 확인시
킨다. 또한 예언자의 삶을 사는 요한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많은 사람들-예루살렘 거민, 유대 거민, 요단강 주변인-에게 침
례를 베푼다고 보고한다. 서술자는 요한이 직접 말하게 하여, 회개의 열
매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며 침례를 받으려는 영적으로 사
악한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면
서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여 서술한다.78) 요
한은 이제 출현할 보다 위대한 분과 그가 성령으로 할 사역에 관해 예언
한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곧 유용한 것과 

75) Edwards, “Uncertain Faith,” 49에 따르면, 처음 두 장에서 성취 인용(1:2; 2:5, 15, 17, 23)의 수는 예수의 의와 서술자의 신뢰성에 대한 독자의 인상을 강화시킨다.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고, 그는 듣는다. 예언자가 말한 주의 말씀의 성취는 매우 인상적이다.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주 하나님이고, 독자는 이런 관점을 공유한다. 성취 인용은 나머지 이야기 구조의 근간이 된다.
76) Davies, Matthew, 40.
77) Davies, Matthew, 41.
78) Kingsbury, “The Plot of Matthew's Stor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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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익한 것을 구분하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79) 이것은 일종의 
내적 사전제시 기법이다.
   서술자는 “그때에”(To,te)를 사용하여, 언약한 아기가 아니라 이제 성
인이 된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려 하
고,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요한이 이것을 저지하려한다고 보고하다가, 
두 등장인물의 대화를 서술한다. 예수가 처음으로 발화한다. “이제 허락
하라, 모든 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
다”(:Afej a;rti(ou[twj ga.r pre,pon evsti.n hm̀i/n plhrw/sai pa/san 

dikaiosu,nh). 예수의 발화는, 에드워즈 표현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
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말이다(3:15).80) 내포독자는 “의”를 하
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
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기에,81)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성취하자는 제안
을 예언을 성취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도덕적 요구를 성취
함으로 자신을 백성들과 굳게 연대한 메시아적 종으로 제시하겠다는 말
로 이해한다.82) 요한이 이 말에 설득되어 예수에게 침례를 주겠다고 결
단한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는 달리, 예수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를 중심으로 연대되어 있다.83) 서술자는 예수가 물
에 잠겼다가 나오는 동작을 보고하다가, “보라”(ivdou.)를 말하여 내포독자
에게 예상치 않은 전혀 새로운 사실, 곧 하늘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성령
이 예수 위에 임한 사실을 보고한다. 다시 “보라”(ivdou.)를 말하면서 하늘
로부터 있은 소리를 소개한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의 양
식은 일종의 발화이다. 하나님이 내러티브의 한 등장인물로서 선포한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그로 인해 기뻐했

79) Davies, Matthew, 42.
80) Edwards, “Uncertain Faith,” 52.
81) Ulrich Luz,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5.
82) D. S. Dockery, “세(침)례,” 예수복음서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2003), 618.
83) Edwards, “Uncertain Faith,”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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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u-to,j evstin o ̀uiò,j mou o ̀avgaphto,j( evn w-| euvdo,khsa). 천상의 음성은 
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웰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를 성취한다. 
첫째, 앞의 구약성서 인용(1:23; 2:15)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참 정체를 
재확인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긍정의 반응을 확증하며 명령
한다.84) 따라서 내포독자는 예수의 침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사
명과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로 이해한다.85)

하늘나라 대리자 승리(4:1-11) 

   서술자는 “그 때에”(To,te)라는 시간 연결부사를 사용하여 또 하나의 
스토리 사건을 서술한다. 예수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다고 보고
하며, 그것은 중상모략자인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한다. 
그리고 40일 밤낮 굶주린 예수의 상태를 묘사함으로 예수가 육체적으로
는 매우 불리함을 일러준다. 그러나 내포독자는 광야를 요한이 하늘나라
를 선포하여 회개의 침례를 행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계획
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서술자는 예수와 마귀의 격렬한 대화를 
자세히 서술한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재
가한 천상의 음성을 입에 담으며, 돌을 굶주림에 절실한 먹거리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한다. 그러자 예수는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
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람이 떡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토라의 한 구절(신 
8:3)을 인용하여 반박하여 승리를 거둔다. 서술자는 다시 “그 때
에”(To,te)라는 시간 연결부사를 사용하여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
로 이끌어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보고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
를 말하는 시편의 한 구절(시 91:11-12)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의 말을 한다. 이번에도 예수는 마귀가 하나님을 시
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토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시

84)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24.
85) Carter, Matthew,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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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지 말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는 마귀에 승리를 거둔다. 
서술자는 마귀가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
들과 그것의 영광을 보여 주었다고 보도한다. 마귀는 이번에는 “네가 하
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마귀는 자신을 세
상의 주인으로 위장하여 허황된 약속을 제시하여 예수를 혼란케 한다. 그
러자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토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여 헛된 소유욕을 충동하는 사탄에 
승리를 거둔다. 서술자는 마귀가 갑자기 떠났다는 말로 마귀의 철저한 패
배를 알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상모략자 사탄
의 세 차례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며,’86) 
주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며,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는 승리자이다. 
따라서 내포독자는 중상모략자가 예수를 시험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예수가 어떤 방해공작에도 결국에는 
하늘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87) 서술자는 다시 “보
라”(ivdou.)를 말하여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내
포독자는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을 입
증한다.88) 예수의 승리에는 임마누엘, 즉 하늘나라가 극명하다.

맺는 말
   마태 내러티브를 전체 읽기 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은 
서사비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사비평의 플롯 연구는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진행된 결과들이 있었다. 에드워즈
의 연구는 내러티브 전개에 주목했고, 메이트라는 핵심사건과 보조사건

86) Carter, Matthew, 161;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26은 순종
하는 예수가 제자도의 모델이라고 말한다.

87) Robertson, 마태복음 , 50.
88) Stephen C. Barton, 사복음서의 영성 , 김재현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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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를 중시했으며, 킹스베리는 갈등 특히 예수와 유대지도자간의 갈
등을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호웰은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분하여 그 안
에서 약속/성취 및 수용/거절의 주제를 플롯 장치로 설명하면서 독자의 
구속사 참여를 말했고, 포웰은 이전의 플롯 연구를 평가하면서 내러티브 
전개, 인과성, 갈등의 종합을 주장했으며, 카터는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한 계층의 논리화를 말했다.
   본 연구자는 마태 내러티브에 대한 플롯 연구들을 보인 한계를 보완
하는 차원에서 플롯 연구에서 고려할 점들을 제시했다. 행동에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정부분이나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며, 내포
독자의 반응으로 정의되는 내러티브 사건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러티브
의 세 층위 곧 스토리 층위와 텍스트 층위 그리고 서술 층위를 통한 의미
전달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충족하는 “내포독
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 연구 방법론”을 제안했다. 
본 연구자의 플롯 연구 특징은 스토리 층위는 물론이고 텍스트 층위 그
리고 특별히 서술 층위를 분석하고, 특히 서술 층위에서 내포독자의 인지
적 또는 결의적 반응이라 할 수 있는 내러티브 사건을 분석하며, 또한 예
수를 통한 하늘나라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다. 
   서술자 마태는 “하늘나라 여명”을 서술함으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연
다. 하늘나라 대리자가 임재하자(1:1-17, 8-25), 사악한 헤롯이 죽이
려해도 하늘나라 대리자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2:1-12, 13-23), 하늘
나라 대리자는 재가 받으며(3:1-17), 또 마귀와 대결하여 하늘나라 대
리자가 승리한다(4:1-11). 내포독자는 하늘나라가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종국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순종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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