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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본고는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I)”에 이어진다.1) 필자는 내러티브의 스토리 층위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텍스

트 층위, 특히 서술 층위 국면을 고려한 플롯 분석을 시도한다. 곧, 서술 층위에

서 내포독자가 반응으로 보일 인식이나 행동의 결단이라는 “내러티브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h̀ basilei,a tw/n ouvranw/n)와 그

것에 대한 반응을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이런 방법론을 “내포독

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 연구 방법론”이라 한다. 

언급한 방법론에 따른 마태복음서 플롯 분석의 첫 부분은 “서언: 하늘나라의 여명

(1:1-4:11)”이라는 제목 아래, 세부적으로 하늘나라 대리자 임재(1:1-17, 8-25), 하늘나라 

대리자 생존(2:1-12, 13-23), 하늘나라 대리자 재가(3:1-17), 하늘나라 대리자 승리

(4:1-11) 등을 분석했다. 내포독자는 하늘나라가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악의 세력들

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종국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순종

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단한 상태이다.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4:12-11:1)

1) 김광모.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
심으로(1),” 성침논단 , 3집 (2005): 18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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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예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과 이스라엘의 예수 거절에 관해 말한다. 서술

자는 예수에 대한 거절을 묘사하면서 그의 공적 사역이 드러내는 그의 정체에 관한 경

이와 숙고를 다루는 동시에 제자도를 기술한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앞으로 도래할 

것(4:23)과 발생한 것(9:35)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수미상관 기법이다. 4장 12절부

터 11장 1절은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제자로

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예수 사역에 대한 전략적 묘사이다.2)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 시작(4:12-5:1)

예수가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한 것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 선포,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어난다. 침례자 요한이 체포되

자, 예수는 갈릴리로 철수하여 새로운 사역의 본거지로 삼는다(8:5; 9:1; 13:1, 36; 

17:24-25). 예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 예수의 

가버나움 거주는 이사야의 예언(사 9:1-2)을 성취로 설명된다. “이방인의 갈릴리”는 예

수 사역 영역의 광범위를,3) 하나님 목적의 우주적 범위를 강조한다.4) 즉, 예수의 사역

이 이방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5) 내포독자는 예수의 물러남이 하나님 나라 사역

2) S. McKnight, “Gospel of Matthew,”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oel B. Green and Scot McKnight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531.
3) Margaret Davies, Matthew (Sheffield: JSOT Press, 1993), 46.
4)
 Warren Carter, Matthew: Storyteller, Interpreter, Evangelist 

(Peabody: Hendrickson, 1996), 161.
5) Ulrich Luz,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tth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9; Michael Green, 마태복음 강해: 
천국의 도래 , 김장복 역 (서울: IVP, 2005), 110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깊
은 암시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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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수를 위한 이동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확신한다.6) 

서술자는 독자의 확신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예수가 하늘나라 임재를 선포하

기 시작했다(avpo. to,te h;rxato ò  vIhsou/j)고 요약적으로 논평한다(4:17). 그가 선포한 메시

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Metanoei/te\ h;ggiken 

ga.r h ̀basilei,a tw/n ouvranw/n)이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구속

적 임재, 승리, 의지 등을 의미한다.7) 하늘나라는 이미 현존해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간적으로 이미 종결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

어 가는 역동적인 실체이다.8) 하늘나라 임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회개”이다. 따라서 

독자는 예수의 사역을 하늘나라의 도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 회개를 이끌어내는 사역

으로 인식한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가 예수의 선포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 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와 요약이다(18-25절). 독자는 침례

자 요한도 이 메시지를 선포한 사실을 기억한다(3:2). 

서술자는 예수가 갈릴리에서 네 명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그

러면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삼겠다”(Deu/te ovpi,sw mou( kai. poih,sw ùma/j 

àliei/j avnqrw,pwn)라는 말로 그들을 권위 있게 부르신 활동을 보고한다

(18-22절). 그의 부르심은, 하늘나라를 자신의 정체와 생활양식으로 인식하

면서 경제-사회 세계의 권리와 우선권을 포기하고 따르기를 요구한다. 이

것은 사회와 단절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회참여를 촉구한다.9) 또한 

그 부르심에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적 국면을 나타낸다. 그 나라는 예수를 

따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체험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동적 현존의 

6) Richard A.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유복곤 역 (서울: 도서출
판 솔로몬, 1996), 26; Russell Pregeant, “The Wisdom Passage in 
Matthew's Story,” in David R. Bauer and Mark Allan Powell, eds, 
Treasures New and Old: Recent Contributions to Matthean Studies 
(Georgia: Scholar Press, 1996), 210.
7)
 Carter, M atthew, 162.
8)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81.
9)
 Carter, M atthew, 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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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이다.10) 그들의 즉각적인 따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에 내포독자는 당혹하는 동시

에 그들의 반응 기저에는 예수의 정체와 권세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11) 

따라서 내포독자도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에 대가를 치루며 참여하기로 헌신하는 반응을 

보인다.12) 

서술자는 예수가 하늘나라를 이스라엘에 확장한 사역을 요약적으로 논평한다(23-25

절).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그 나라 복음(to. euvagge,lion th/j basilei,aj) 

전파인데, 주로 회당에서 가르침과 치유로 표현된다. 예수의 치유와 귀신 축출 사역에는 

하나님의 승리적 임재와 마귀에 대한 승리가 선포된다.13) 예수를 따라 산에 오른 무리 

틈에서 독자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늘나라를 불신자들에게 선포함으로 빛을 발하는 삶

에 헌신한다. 

  이스라엘에게 “의”를 요구하는 하늘나라(5:2-7:29)

독자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하늘나라의 대리자인 예수의 말

하기는 소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 바 산상설교/강론을 구

성한다.14) 이 설교는 하늘나라의 윤리, 곧 “의”(dikaiosu,nh)를 내용으로 

10)
 김광수,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 이야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

부, 1997), 261.
11)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26; Richard A. Edwards,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How the Text-Connoted 
Reader Is Informed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27.
12) Carter, Matthew, 244.
13)
 Carter, M atthew, 162.

14) 참고. Warren Carter, What Are They Saying about Matthew's 
Sermon on the Mount? (New York/Mahwah: Paulist Press, 1994), 72는 
산상설교의 기능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요약한다 . 산상설교는 적대적
이고 거절하는 이방 세계에 대한 선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Stanton, White) 그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나아가 
공동체는 믿음(Barth, Guelich)과 생활양식(White)의 문제에 대해 내적 분
열을 겪고 있었다. 설교는 이러한 경험들을 예수의 제자됨의 관계에서 해
석하고, 지침, 경고, 용기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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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5) 서술자는 예수를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

위로 가르치는 자로 제시한다 .16) 예수는 지복 선언과 근거의 양식

(Maka ,rioi))) o [ti ))))을 여덟 가지나 열거함으로 현재의 삶이 바람

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 곧 하늘나라가 임재한다고 선언한

다 .17) 하늘나라의 지복을 경험한 백성들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에 부합하는 삶의 스타일인 “의”를 실천함으로 지복상태

를 지속해야한다 .18) 지복들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에 참

여를 확신시킨다 .19) 계속하여 예수는 청중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

의 빛”으로 비유함으로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본질을 말한다

(5:13-14).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해 버림받는 상

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 도리어 의로운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15)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3), 109, 166의 설명에 의하면, 하늘나라 의는 구
약성서 율법의 의와 연속적이며(5:17-19) 또한 그것을 능가하다(5:21-48). 
의가 종말에 전적으로 성취될지라도, 이생에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
야 한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의 윤리”는 개인의 윤리이면서 동시에 사회
적 윤리이다. Ulrich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 박정수 역 (서울: 대
한기독교서회, 2002), 63-65는 산상설교를 ‘제자윤리’로 말하며 보편적이고 
명백한 행위원리가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Stephen C. Barton, 사복음서의 
영성 , 김재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40은 의를 하나님의 뜻
에 따르는 도덕적 행위와 관계있다고 말한다.
16) Frank J. Matera, New Testament Christology (Louisi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33;  Edwin D. Freed, The New 
Testament: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Wadsworth, Inc., 1986), 
132.
17)
 Davies, Matthew, 49;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산상설교의 문

학-역사비평적 연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63-64; 김광수,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 이야기 , 264는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의 하늘나라는 현재
인 반면 나머지 복의 하늘나라는 미래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늘나라의 현
재적 국면과 미래적 국면의 긴장은 미래적 국면을 현재로 침투하여 실현되
는 현재적 미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18)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32; Carter, What Are They Saying 

About Matthew's Sermon on the Mount?, 82-84.
19)
 Carter, Matthew, 245-46.



                                                                   마태 내러티브 플롯 141

발휘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친다.20) 

예수는 본격적으로 하늘나라 지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천할 “의”를 가

르친다.21) 그는 자신이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폐한다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

해”(plhrw/sai) 왔다고 자신을 변호한다(5:17-18). 자신을 변호한 예수는 율

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5:19-20).22)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 가르침에 따라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23) 예수는 ‘반제’라는 강한 수사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탁월한 의로

운 삶이 율법의 근본 취지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가르친다(5:21-48).24) 이러

한 삶은 그들의 행동, 관계, 그리고 말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와 통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은 화해하고 신실한 관계(5:21-26, 27-32), 상대방의 

20)
 Hagner, Matthew 1-13, 99-100; Graham N. A Stanton, Gospel for 

a New People: Studies in Matthew (Edinburg: T & T Clark, 1992), 300
은 착한 일을 의 혹은 의로운 행위와 동의어로 설명한다.
21) Luz,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tthew, 49는 산상설교의 본

론의 구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언급한다. 첫째, 율법과 예언의 성취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5장 17절과 7장 12절은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중심에는 주님의 기도가 있다(6:9-13). 셋
째, 기도 전후는 율법 준수, 즉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인류의 관계가 감싸
고 있다. “아버지”라는 용어는 중심부에서 10차례 등장하면서 내용을 주도
하고 있다. 넷째, “외적 의”의 문제는 반제를 취하고, 즉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인 “내적 의”가 이어진다. 의의 실천은 자녀의 간구를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다. 다섯째, 결말도 이와 유사한 구
조를 취하고 있다. 제자들의 물질과의 관계인 “탁월한 의”로 시작하여 기
도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22)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33-34.

23)
 참고.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 77은 perisseu,sh|)))) plei/on을 최

상급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단지 제자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그
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05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
초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능케 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24) Hagner, Matthew 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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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대한 존중(5:33-37), 악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5:38-42),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

을 위한 기도(5:43-48)를 포함한다. 예수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간략하며 대담한 

선언 장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의”를 실천하라고 촉구한다(5:48).

예수는 의를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이제는 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경건의 세 

가지 기준인 자선, 기도, 금식을 예로 들면서 가르친다(6:1-18). 의 실천의 원리는 은밀

히 보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과시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이다(1

절). 계속하여 예수는 “땅의 보물,” 곧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 곧 박해 상황에서 의식주가 염려되어도 먼저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드러내는 의

로운 삶을 살 것을 가르친다(6:19-34).25)

예수는 산상설교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부정적 결과들을 경고하는 일련의 직접적 

요구들로 구성한다(7:1-12). “판단하는 행위의 위험”(1-5절), “무분별의 위험”(6절), “지속

적 신뢰의 결여가 갖는 위험”(7-11) 등을 경고한다. 그리고 12절은 “균형과 완전”을 말

하는 이른 바 “황금률”이다.26) 이 황금률은 산상설교의 주제, 곧 삶에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결론적으로 다시 확신시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해야 하

는 윤리적 행위,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27)

예수는 결단을 촉구하며 산상설교를 마무리한다(7:13-27). 사망의 넓은 길

이 아니라 생명의 좁고 험한 길을 택하여 걸어라(7:13-14). 좁은 문과 험한 

길이 제자도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상징이다. 곧, 세상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인기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을 거스르는 불편하고 손해 

보는 자기 부정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28)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받아 패망

할 탐욕적인 거짓 예언자들, 곧 ‘넓은 문과 널찍한 길로서의 제자도를 제시

25)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37은 “이 문맥에서 하늘의 보물은 
분명히 이미 여섯 가지 반제와 세 가지 ‘경건’에서 명령된 태도들이다”라고 
설명한다.
26)
 D. A. Carson, 산상수훈 연구: 마태복음 5-7장에 대한 복음주의적 

주해 ,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58-59.
27)
 Davies, Matthew, 65.

28)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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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짓 지도자’29)을 분별하여 그들과 결별하라고 권면한다(7:15-23). 마지막으로 예

수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하여(7:24-27), 심판 받을 행위를 중단하고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 곧 의를 실천하는 하는 강조하며 촉구한다. 예수의 말하기를 허락한 서술자는 

자신의 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서기관의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 논

평함으로,30) 예수의 가르침에 신뢰를 표하며 박해 상황에서도 그 가르침에 헌신하여 실

천할 것을 지시한다.31) 카터는 이런 제자의 삶을 그릇된 종교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행

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삶이라 부른다.32)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자비(8:1-9:38)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한다. 예수가 가버나움 

지역을 순회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여행하면서 활동한다고 보고한다. 예수의 청중들

은 치유 기적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과 그 대가에 관해 듣는다. 10개의 기적들은, 예수의 

치유에 대한 요약적 진술(4:23-24)을 충족시키고 상술하고 완성한다. 이런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 승리, 그리고 예수의 자비를 드러내는 기사들은 가르침과 선포에 초점

을 두면서, 제자도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제시된다.33) 하늘나라의 자비를 드러내는 예

29) Ibid., 138.
30)
 참고. Matera, New Testament Christology, 33.

31)
 참고. Davies, Matthew, 68.

32)
 Carter, Matthew, 245-46.

33)
 Carter, M atthew, 163; David B.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A Study in the Narrative Rhetoric of the First Gosp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135; 양용의 ,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47의 설명에 따르면 , 치유 혹은 기적 이야기 다음에 공통
적으로 제자도를 다룬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자세 (8:18-22), 제자
로 부름(9:36-38), 추수할 일꾼을 부름(9:36-38) 등이다 . 

[치유1]  악성 피부병자 치유 8:1-4
[치유2]  백부장 하인 치유 8:5-13
[치유3]  베드로의 장모 및 아픈 자들 치유 8:14-17
[제자도] 제자도 이야기: 따르는 자의 자세 8:18-22
[기적4]  바다에서 제자 구출 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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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수용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간간히 거절의 반응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34)

서술자는 한 악성 피부병자가 예수에게 자발적으로 나아와 절하며 주(ku,rie)로 부르

는 행동을 보고한다. 이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근거로 예수가 치료할 권능이 있다고 

확신한 무리의 대표자인 셈이다. 그가 깨끗케 함을 두고 예수와 대화를 시도하자, 예수

는 부정한 환자를 직접 만지며 깨끗함을 선포하는 발화를 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치유

의 결과를 논평한다. 예수는 치유 받은 사람에 치유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을 동시

에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명령한다. 

서술자는 이 치유이야기를 처음부분에서 소개함으로 예수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왔다고 한 진술(5:17)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예수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추방’35)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다. 따라서 독자는 치유 권능을 제시

하는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분이라고 확신한다. 

서술자는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백부장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고쳐 주겠다고 즉각 대답한다고 보고한다. 에드워즈의 분석에 

따르면, 백부장의 상세한 말하기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자가 진술한 예수의 

권위(7:28-29)를 지지한다. 예수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능

가한다고 칭찬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는 반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된다고 강조하여 대조한다. 서술자는 치유보다는 예수의 

권위에 집중한다.36) 따라서 독자는 예수를 치유자이자 권위자로 인식한다. 

서술자는 배경을 베드로의 집으로 전환하여 그곳에서 예수가 베드로의 무기력하게 

[치유5]  귀신들린 두 사람 치유 8:28-34
[치유6]  중풍병자 치유 9:1-8
[제자도] 제자도 이야기: 제자로 부름 9:9-17
[치유7, 8] 관원의 딸과 혈루병 여인 치유 9:18-26
[치유9]  두 명의 시각 장애인 치유 9:27-31
[치유10]  언어 장애인 치유, 대조적 반응 9:32-34
[제자도] 제자도 이야기: 추수할 일꾼 부름 9:35-10:4
34)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33.

35)
 Freed, The New Testament, 132.

36)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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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장모를 일방적으로 치유했다고 보고한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의 자비 활동이다. 그 여성은 예수를 섬긴다. 계속하여 서술자는 

요약적으로 예수의 귀신축출 사역과 치유사역을 논평한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말

을 인용하여 예수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논평한다. 독자는 예수

의 치유 대상, 곧 악성 피부병자,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등 모두가 언약 

공동체의 남성들과는 달리 인생의 문제로 고난을 겪는 주변인들임을 익히 안다. 그래서 

예수를 약자의 인생이 안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권위있고 자비로운 메

시아로 인식한다.

서술자는 예수가 호수를 건넘으로 무리와 거리를 두려는 활동을 요약적으로 보고하

는 중 한 서기관을 등장시켜 예수와 대화하게 함으로(8:18-20), 치유 기적 이야기의 전

개를 차단하여 독자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쏟게 한다. 일종의 낯설게 하기 기법이

다. 그 서기관이 예수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avkolouqh,sw)는 자신의 결단을 공개하자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삶이 거처할 곳도 없이 ‘불안정한 삶’이라고 말한다. 서술자는 제

자 중 한 명과 예수의 대화를 서술한다(8:21-22). 그는 부친을 장사하는 일을 먼저 하겠

다고 자신의 의사를 예수에게 밝힌다. 그러자 예수는 윤리적 의무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을 “따르라”(avkolou,qei)고 말한다. 이것은, 

카터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관행이 아니라 예수의 단절적이고 비관행적인 말을 따르

라는 말이다.37) 예수는 분열된 충성을 허락하지 않는다.38) 

서술자는 예수가 배에 오르니 제자들이 “따랐다”(hvkolou,qhsan)다고 보고한다. 갈릴리 

선박여행의 상황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자,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

달라고 예수에게 절박하게 소리친다. 그러자 예수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바람과 바다도 책망한다. 제자들은 이런 활동을 하는 예수의 정체에 궁금증을 보이지

만,39) 독자는 그를 믿음 없이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여 예수를 바로 이해하여 믿음으로 

37) Carter, Matthew, 246.
38)
 Jeack Dean Kingsbury, 이야기 마태복음 , 권종선 역 (서울: 요단출

판사, 2000), 32.
39) 참고. Edwards,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141은 

제자들이 예수의 정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의 기대, 곧 하늘 아버
지가 요구하는 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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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제자도 실현을 요구하는 하늘나라의 권위자로 이해한다.

서술자는 예수가 이방인 지역 가다라로 갔고, 무덤에서 사는 두 명의 귀신들린 사람

이 예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섰다고 보고한다.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를 몰라 어리둥

절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들을 파멸할 권능자로 인식한다. 

서술자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결국 몰사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그 이방지역 

사람들이 권능의 활동을 한 예수를 거절했다고 논평한다. 데이비스는 예수를 거부하는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두고 그들이 백부장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표시로 설명한

다.40) 

서술자는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온 예수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선언했다고 보고한다. 예수는 자신의 죄 사함 선포를 참람한 것

으로 불평한 서기관을 악한 생각의 사람으로 평가한다. 서기관은 귀신들린 사람처럼 예

수의 활동을 방해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수사적 질문을 하여 침묵시키고, 자신을 죄 사

함의 권세를 가진 인자로 제시한다. 데이비스의 설명대로, 인자로서 예수의 죄 사함의 

활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특별한 사람의 활동

이다.41)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의 명령대로 걸어가자 무리

는 예수의 권세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술자는 예수가 부당한 취득으로 죄인의 전형인 세리 마태에게 옛 생활 방식을 청

산하고 “나를 따르라”라 명하자 그가 즉시 “따랐다”라고 보도한다(9:9). 마태의 집에서 

예수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늘나라 임재를 상징하는 식탁교제를 나눈다. 예수

의 죄 사함 선포를 참람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식탁교제를 비난하며 그의 

제자들을 공격한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을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의사로 은유한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곧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예수의 식탁교제가 다시 진행되는데(9:14),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질

문을 한다. 사실, 예수가 회개의 금식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난이다. 예수는 하객이 신

40)
 Davies, Matthew, 76.

41) Ibid.,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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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기쁨을 앗아 갈 수 없으며,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새 포

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한다. 에드워즈의 분석에 따르면, 독자는 세 

가지 유추의 공통점, 곧 상황에 적합한 바른 행동을 감지한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 임

재에 부합한 실천을 요구한다.42) 독자는 수동적 신뢰에 그치지 않고 예수의 선교에 능

동적 참여를 실천해야 한다.43)

식탁교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직원은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가서 안수하여 살려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예수는 즉시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나서고 제자들도 따른다

(9:19).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성이 자신의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안수하려 가

는 예수의 겉옷을 만진다. 예수는 그 여성의 믿음으로 치유가 이뤄졌다고 선포한다. 서

술자는 예수가 그 직원의 집에 당도하여 우는 사람들을 아이러니하게 웃기며 내보낸 후, 

소녀의 손을 잡으니 일어났다고 보고한다. 예수가 두 여성을 회복시킨 것은, 에드워즈가 

강조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소유하지 못한 자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입증

한다.44) 예수의 사역 활동 소문은 널리 퍼진다.

서술자는 두 명의 시각 장애인 치유 사건을 보도한다(9:27-31). 그들은 예수에게 “자

비”를 요구할 때 예수가 “다윗의 자손”45)이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외친다. 예수가 그들

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자 집에까지 따라왔다. 그들의 대화는 “믿음

으로 치유”를 내용으로 한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는 예수의 선포는 “예수가 그 자신

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다.”46) 예수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널리 전했다. 

서술자는 사람들이 귀신들려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려 왔고, 예수가 그 사람을 

치유하여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무리와 바리새인의 대화를 서술

42)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48.

43)
 Davies, Matthew, 69.

44)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0.

45)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 98은 이 칭호가 마태 이야기에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 곧 이스라엘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치유의 
차원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한다.
46)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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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리의 감탄에 바리새인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

난한다(9:34).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인정한 예수의 권위에

도 대항한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과는 대조

적인 인물, 곧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간접적인 비난이 직접적인 비난의 형태를 취하

자,47) 독자는 이 심각한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쏟는다.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원리(9:35-11:1)

서술자는 예수가 하늘나라를 가르치며 선포하며 또한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했다고 다시 요약적으로 보고함으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한다(9:35; 참고. 4:23).48) 독자

는 하늘나라에 관한 분명한 선포(8:11-12),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 질서(8:23-27), 인간의 

결심(8:18-22; 9:9), 그리고 죽음(9:18-26), 마귀(8:31-32; 9:33), 죄(9:1-7) 등에서 구원하

는 능력 등을 상기한다.49) 서술자는 예수의 내면과 하늘나라 사역의 동기를 명시적으로 

논평한다. 예수가 무리를 긍휼히 여겼는데(evsplagcni,sqh), 목자 없는 양의 처지로 고생하

다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다(9:36). 독자는 서술자의 해설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서기

관과 바리새인이 무리의 목자일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 

임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추수할 일꾼, 곧 바리

새인과 서기관 아래서 목자 없는 양 처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임재를 선포

하여 경험하게 할 목자를 보내달라고 하늘나라 주인에게 간청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추구할 일꾼으로 초청하여 자신의 하늘나라 확장 사역을 지속하라는 말이다.50)

47) Jack Dean Kingsbury, Matthew as Sto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60.
48)
 Dorothy Jean Weaver, Matthew's Missionary Discourse: A 

Literary Critical Analysi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8 (Sheffield: JSOP Press, 1990), 72; Ibid., 74는 이 
부분의 구조를 제시한다: 예수가 주도한 사건들에 대한 서론적 서술
(9:35-10:a), 예수의 확장된 그리고 계속되는 강화(10:5b-15, 16-23, 24-42), 
예수의 재개한 사역에 대한 결론적 선언(11:1).
49)
 Carter, Matthew, 163.

50) 참고. Weaver, Matthew's Missionary Discourse, 73은 예수가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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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예수가 열두 제자를 따로 세워 하늘나라 확장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그들에

게 부여했다고 보고한다(10:1). 서술자는 그들을 “사도,” 곧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냄 받은 자51)라 부르며 그 명단을 제시한다. 이런 서술에 독자는 그들을 메신저로 생

각한다. 특히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의 신념이나 사상을 드러내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52) 

제자들 중 유다만은 가족의 배경도, 직업의 배경도, 출신의 배경도 아니고 예수의 생애, 

곧 예수를 판 자로 설명된다. 이것은 일종의 복선이다. 

서술자는 예수가 열두 제자를 파송하며 전한 설교, 이른바 제자 파송 설교를 보고한

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53) 침례자 요한 그리

고 예수가 선포했듯이 하늘나라 임재를 선포하며 치유사역을 계승하라고 지시한다. “회

개하라”를 생략한 것은, 에드워즈가 설명하듯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여전히 공명되기 

때문이다.54) 또한 치유사역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치유해 주어야 한다. 제

자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사역의 연장이다(10:5-6; 15:24). 

예수는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돈도 가지지 말며 필수품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한다

(10:9-10). 하늘나라 사역자는 여행자들의 생활방식이 아니라 예수처럼 불안정한 생활양

식을 채택하면서(8:20),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해야 한다. 계속하여 예

수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묵을 가정을 찾아내어 그 가정에 하늘나라의 평화를 기원하

라고 지시한다(10:12-13). 그러나 하늘나라의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적 심판

의 표시로 발에 뭍은 먼지를 떨어내라고 지시한다. 그때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

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길 잃은 양인 이스라엘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는 제자들이 강력한 세력 앞에 

길 잃은 양이 될까 염려되어 생존하여 하늘나라 사역을 지속하는 비결을 가르친다

들에게 “사람들의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51)
 Carter, Matthew, 246-47.

52)
 Davies, Matthew, 81-82.

53)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80은 예수가 이방 선교 자

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말한 것으로 설명한다(참고. 9:36-38).
54)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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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42).55)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위험과 박해의 상황을 대

처해야 한다. 위험과 박해에 직면한 제자들은 실제적 신중을 꾀해야 하며 예수처럼 솔

직해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유대인과 이방 관료의 핍박과 박해 중에도 해야 할 일은 하늘나

라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된다. 데이비스 

말대로, 복음 증거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도 확

장된다.56) 독자는 갑작스런 이방인 선교 언급에 주목한다.57) 예수는 경고에 대한 언급

에 이어 약속 형태의 확신을 제시한다. 그들이 박해자에게 말할 내용이 아버지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숙한 관계이다. 아버지의 돌

봄,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한 돌봄의 사역이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돌봄은 안전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돌봄이다. 제자들은 박해 중에도 성령

의 영감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그 결과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10:22). 여기서 구

원은 하나님에 의한 “사후 재가”(postmortem vindication)58)이다.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평화의 약속이다. 독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역하는 것을 아버지의 영으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예수는 박해를 지혜롭게 피하면서 이스라

엘에 하늘나라를 증거하라고 당부한다(10:23). 스승인 자신이 바알세불로 경멸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종된 제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반대에도 하늘나라를 증거하며 하나

님의 돌봄을 기대하라고 위로한다. 예수는 종말적 재가의 견지에서,59) 시인과 부인을 

대조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스런 시인을 촉구한다. 데이비스 표현에 따르면, 고난의 박해

55)
 참고.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5는 “따라서 이 선교 담론에

서 중요한 점은 사도들이 수행해야 하는 선교나 그들의 선교 기술을 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앞서 근심에서 깨어 있다는 사실을 독자
에게 알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56) Davies, Matthew, 83.
57)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83은 이방 선교에 관

한 언급을 열두 제자들의 사역 이후 이방 선교가 수행되는 상황(참조. 
28:19-20)과 연관된 교훈으로 이해한다.
58)
 Davies, Matthew, 83.

59) Hagner, Matthew 1-13, 289는 10장 32-33절을, 중재자로서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독특성을 말하는 기독론적 중요구절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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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순교는 하나님의 냉대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지대한 기여

의 표시이다. 길 잃은 이스라엘의 가정에 평화를 선포하라고 명령한 예수는 분열을 상

징하는 “검”의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반제의 입장을 

밝힌다(10:34).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권면이다.60) 예수는 두 가지 

은유(10:38-39), 곧 자신의 십자가 감당하기와 자신의 생명 내어주기의 은유를 사용하여 

제자도를 강조한다. 예수가 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가족 안에 영적 분열

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족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리고 예수와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을 내어 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61) 사회 

정치적으로 나약하지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다. 아버지를 만남, 예언자와 의인의 상이다(10:40-42).62)

마태는 이른바 “제자파송설교”를 서술할 때, 서사의 속도를 늦추어 앞부분의 내용

(5-9장)의 주제와 문제를 상기시킨다. 두드러진 특징은 앞에서 일어난 문제들과 어려움

에 대한 강조점의 변화이다. 예수의 경고와 예언은 그의 견고한 신뢰성에 기초하여 확

실한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독자는 예수와 아버지의 권세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상기한다.63) 마태는 예수가 제자파송설교를 마치고 이스라엘에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다고 논평한다(11:1; 참고. 4:23; 9:36).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반응에 따른 결과(11:2-16:12)

서술자 마태는 서사의 새로운 단계를 서술한다. 서술자는 예수의 하늘나라 복음 사역

을 서술할 때 치유 사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한 제자들의 동행 및 부여된 일의 수행 

60) Davies, Matthew, 84-85.
61)
 Hagner, Matthew 1-13, 291.

62)
 Davies, Matthew, 86.

63)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7; Matera, New Testament 
Christology, 34는 제자파송설교를 근거로 예수를 임마누엘로 부를 수 있
는 한 예로 말한다. 곧, 부활의 주님은 그의 교회에 임재해 있고 그가 열두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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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해서도 침묵한다. 그럼에도 독자는 이미 서술된 정보들을 토대로 연속성을 수

립한다. 이런 점들은 마태 이야기의 새로운 단계를 표시한다.64) 예수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즉 지도자들에 의한 거절(11:2-12:50)과 제자들에 의한 영접(13:54-17:27)이 부각되

는 부분이다.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강론”(Discourse on Parable)으로 일

컫는 세 번째 강론이 끼어있다(13:1-53).65)  

  하늘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11:2-12:50) 

서술자는 갑자기 요한의 뜻밖의 활동을 보고한다. 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어 예수의 정체, 곧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한다. 물론 서술자 마태는 예수를 메시아

로 확신하며 서술한다(2절). 그러자 예수는 자신의 치유와 가르침 사역이 메시아 소망

(참고. 사 25:4-6)의 성취라는 점을 들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한다.66) 물론 직접적

인 대답이 주어지지 않지만, 독자는 예수가 올 모세와 같은 예언자였다는 내포적 대답

을 제시한다. 또한 예수는 이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요한에게 책망이 있다고 설명한다

(11:5-6). 예수는 무리를 대상으로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요한에 대한 자신의 평가

적 관점을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다(11:9-10). 요한이 위대한 예언자인 것은 

그가 하늘나라의 종말적 임재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67) 예수의 설명에 따

르면, 하늘나라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폭력적

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로잡으려 한다(avpo. de. tw/n h̀merw/n VIwa,nnou tou/ baptistou/ e[wj 

a;rti h̀ basilei,a tw/n ouvranw/n bia,zetai kai. biastai.àrpa,zousin auvth,n).68) 예수는 요한의 역

할, 곧 모든 하늘나라 도래를 예언한 예언서와 율법서가 엘리야인 요한을 기점으로 성

취되었다고 설명함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한다. 예수는 무리들에게 하늘나라 도래

를 수용하라고 권면한다(11:14, 15). 에드워즈 설명에 따르면, 서술자는 침례자 요한이 

어떤 일로 책망을 받는 동시에 칭찬을 받는지 서술함으로 자신의 내러티브 전환점으로 

64)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59-60.

65) McKnight, “Gospel of Matthew,” 531.
66)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38.

67)
 Davies, Matthew, 88.

68) Ibid., 89; 참고. Hagner, Matthew 1-1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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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다. 따라서 독자는 하늘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불완전 상태에 있다

는 긴장감을 느낀다.69)

예수는 설명을 듣고 있는 무리에게 “이 세대”를 주제로 말한다(11:16). “이 세대”는 

그들의 동무를 결코 통제할 수 없어 불평하는 아이들에 비교된다.70) 그들은 요한을 두

고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를 두고 탐식가이며 한량으로 비판하며, 

두 사람을 거절한다. 그들은 요한의 하나님 심판에 대한 전파에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따르지도 않은 유대인이다. 이 세대의 여론은 “지혜는 그것

의 활동에 의해 정당화된다”71)는 도전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해석되어 버린다. 이 세대

가 예수와 요한 모두 거절한 결과는 이어지는 화에서 드러난다.72)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지역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보고한다(11:20). 예수의 권능은 회개하여 하늘나라를 수용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예

수는 책망에 그치지 않고 화를 선언한다. 유대 마을인 고라신과 벳새다는 예언자들이 

종종 정죄했던 이방 도시인 두로 그리고 시돈과 비교되며, 가버나움에 대한 화는 소돔 

심판에 비교될 정도로 심각하다. 에드워즈 설명에 의하면, 비교 형식은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관계에서 평가됨을 암시한다.73) 그들이 예수의 하늘나라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5-22; 9:1-31).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배척의 상황인 “그 때에” 기도로 대처했다고 보고한다(11:25).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호소함으로 자신의 배척을 설명하고 있다.74) 예수는 하나님

을 친숙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하늘과 땅의 주”로 부른다. 독

69)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63.

70)
 Ibid., 62.

71) Freed, The New Testament, 134는 “지혜”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활
동”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활동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일부 어린이들는 요
한과 예수의 사역에 반응하였기에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입증된다.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63은 “행한 일”을 그리스도의 “행한 
일”(8, 9장)로 설명한다.
72)
 Davies, Matthew, 89.

73)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64.

74) Kingsbury, Matthew as Story,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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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 사역의 기초인 예수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임을 상기

하며, 또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

한다. 아들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와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낸다.75) 하나님은 

이런 일, 곧 예수의 활동의 의미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사회적 세도가인 바리새인

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추는 반면 어린아이들(연약한 제자들)에게는 드러냄으로 높임을 

받는다. 예수는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제시하며, 아버지에 대한 의존과 아

버지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들을 아들이 아버지

를 계시해 주기로 결정한 사람들로 이해하도록 권고 받는다.76) 예수는 무리들에게 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무거운 짐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의 처지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늘나라의 권능을 계시하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한 자신에게 돌이켜 하늘

나라의 쉼을 얻으라고 초청한다. 여기서 “쉼”은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 곧 예수가 드러

내는 하늘나라를 아는 것이다.77) 예수의 초청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신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 통치, 의지를 경험으로 초대이다. 예수는 토라를 의미하는 “멍에”

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멍에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에 대한 계시로 제시한다. 

지혜(11:25-27)와 토라(11:28-30)는 예수의 계시적 역할을 강조한다.78) 예수의 기도와 초

대는 앞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고, 또 독자들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79)

서술자 마태는 수용의 반응(8, 9장)에서 배척의 반응(11장)으로 전환을 서술했다. 따

라서 독자는 예수의 하늘나라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긴장하고 있을 때, 서술

자는 “그 때에”(12:1)를 반복하며 새로운 사건의 배경을 안식일에 밀밭으로 묘사하고, 예

수가 제자들과 함께 이동한다고 보고한다(12:1). 제자들의 배고픈 상태를 강조하여 서술

하고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데이비스의 설명에 의하면, 제자

들은 예수의 지시(10:10)에 따라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예수를 따르고 있다. 제자

75)
 Carter, Matthew, 165;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64.

76) Davies, Matthew, 91.
77)
 Carter, Matthew, 141.

78)
 Ibid., 165.

79) Davies, Matthew,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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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배고픔은 그들이 지나온 마을들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암시이

다.80)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예수에게 제자들이 안식

일 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다. 그러자 예수는 곤경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진

설한 빵을 먹은 전례(참고. 삼상 21:6)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한 사실(참고. 민 28:9)

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풍자적 질타로 그들의 고소를 반박하여 제자들을 변호하며 자

신을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한다. 양용의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안식일보다 큰 권위를 갖는다면 성전의 역할을 성취하심으로 성전 자체를 

대체하시는 예수 자신은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81) 그

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호 6:6)를 인용하여 그들의 판단에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맞고소한다.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관심은 없고 사람

들에게 명예를 획득하려는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자신을 인자로 칭하며 안

식일의 주인으로 자처한다. 예수는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며 허용하는 주인이다. 안식일

은, 데이비스 설명대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날이기에 쉬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기념에서 본질적인 것이다.82) 서술자의 논리는 이렇다. 안식일 보다 

성전 제사가, 성전 제사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한다. 따라서 안식일에 굶주림의 해결

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독자가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감에 주의를 집중

하게 한다.

서술자는 예수가 “그들의 회당,” 곧 바리새인의 회당으로 갔다고 보고하고(12:10), 한

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며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려 한다고 논평한다. 그들의 

고소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가?”이다. 그러자 예수는 당시 일반적 관례가 된 사

례에 기초하여 “안식일에 구덩이 빠진 양을 구출하지 않느냐?”는 수사학적 질문을 제시

한 후, 사람을 궁지에서 구하는 일은 선한 일이기에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사

람을 치유한다. 서술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역설적으로 

논평한다(12:14). “서술자가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보도한 최초의 선언이다

.”83)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두 차례 도전에 자비 혹은 사랑이 결의론(casuistry)에 우선

80)
 Ibid., 92.

81)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6, 211.

82) Davies, Matthew,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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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함으로 제자들과 자신들을 변호한다(7, 12절).84)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

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증거를 무시하는 자, 곧 예수에 대한 불경건한 반대자로 풍자된

다. 독자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오히려 독자는 예수를 하

나님의 구속적 임재를 제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으로 인식하며 수용한다. 구체적으

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와 다스림의 계시를 수용하며, 심해지는 반대에 

굴하지 않고 또 예수의 주장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많이 배우며 제자도에 

일관성을 보일 것이다.

서술자는 예수의 신비한 분별력을 강조하며 그가 음모를 지혜롭게 피함으로 그들과 

그들의 관점을 거부했다고 독자에게 말한다(12:15). 예수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따르

는 무리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침묵을 당부했다. 서술자는 예수의 치유 활동 요약과 알

리지 말라는 당부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 예언(사 42:1-4)을 성취한 것

으로 논평한다. 예수의 후퇴와 금지는 종의 침묵을 예증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그리

고 사랑받는 종임을 지지한다. 예수의 치유는 약자들의 회복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의의 확립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역할에 관한 이사야의 기대는 경건

한 유대인 예수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이해된다. 

서술자는 다시 “그 때에”를 사용하여 서사를 전개한다. 예수는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

해 시각 장애와 언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유한다(12:22). 무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만(참고. 1:1-17),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한다고 외친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술사 정도로 간주한다. 그러나 독자

는 저들의 고소를 거짓으로 단정한다. 앞서 이사야의 인용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예수

의 승리가 분명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통치의 증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서술자는 다시 예수의 신비한 식별력을 

논평하며 그의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사탄이 귀신들을 추방시킨다면 그 자신

의 집 자체를 거슬려 행동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분열되어 철저하게 폐허가 된다. 둘째, 

수사적 질문을 사용해서 유대인 자녀들의 귀신축출 관행에 호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e;fqasen evfV ùma/j h̀ basilei,a tou/ qeou/)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집

83)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67.

84) Kingsbury, Matthew as Story,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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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로 돌아가 강한 사람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정복할 수 없다고 논

증한다. 데이비스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의 귀신축출은 사탄에 대한 예수의 충성의 증거

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한 예수의 반대의 증거이다.85) 예수

는 자신과 반대자들 간의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말한다. 하나님의 대리

자 활동을 사탄의 활동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 떼,” 곧 독기 있는 파괴자로 정죄하는데, 근거는 열매이다(참고. 

3:8-10; 7:15-20). 그들은 심판 날에 자신들의 무익한 말을 해명해야 할 처지이다. 

서술자는 “그 때에”라는 말을 사용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도전적 요

구, 곧 표적 요구를 보고한다(12:38). 그들의 표적 요구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부임을 알기에,86) 예언자 요나의 표적,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의 표적을 상기시킨

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언자 요나보

다 더 위대한 자신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의 반응을 보이라고 촉구한다.87)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던 남방 여왕도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솔

로몬보다 위대하다고 말한다.88) 서술자는 이러한 비교기법을 통해 예수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게 한다. 예수는 계속하여 악한 귀신 이야기를 서술하여(12:43-45), ‘악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종적 파멸’89)을 경고한다. 

예수와 만남을 요청하는 모친과 동생들이 있다는 말에 예수는 가족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한다(12:50).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며, 아버지의 뜻이 예수의 행동이나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그의 평가를 지배하는 

85)
 Davies, Matthew, 96.

86) Hagner, Matthew 1-13, 356.
87)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31은 두 사람이 속박된 상태

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경험했으며 회개의 설교를 선포했다는 공
통점이 있지만, 요나는 불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는 순종으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차이점을 들어 예수가 요나보다 위대하다고 설명한다.
88)
 Ibid., 31은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자손이며 지혜를 특징으로 하지만,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점을 근
거로 예수가 솔로몬보다 위대하다고 설명한다.
89)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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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지도 원리이다.”90)

  하늘나라를 위한 의로운 율법학자로 초청(13:1-52) 

서술자는 4-12장을 통해 예수의 하늘나라 선포와 자비의 치유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전개했다. 무리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

인은 예수가 사탄의 대리자로서 일한다고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열두 제자들과 용기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만이 예수를 따르고 그의 임무에 동참한다.91) 이제 서술자는 예

수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서 배에 앉아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 그리고/혹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했다고 보고한다.92) 배경과 청중의 변화는 서사의 새로운 

단계 진입의 표시이다.93)

예수의 첫째 비유(13:3-9)는 씨 뿌리는 일반적 활동과 그것의 운명에 대한 비유이다. 

씨의 운명은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성장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완전히 성장하여 열매 맺는다. 제자들과 예수가 주고받는 대화(13:10-17)

에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가 서술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함이다. 하늘나라의 도래를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신비”(musth,rion)에 

대한 인식력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무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거나 주어졌을지라도 잃어

버릴 위기에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게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90) Ibid., 74.
91) Freed, The New Testament, 135.
92)
 D. A. Hagner, “Matthew's Parables of the Kingdom,” 122는 비유 

강론의 구조와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째 비유, 씨뿌
리는 자 비유(3-23절): 메시지에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 둘째 비유, 
가라지 비유(24-30절): 예상된 심판의 연기; 셋째 비유, 겨자씨 비유(31-2
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찮음(insignificance); 넷째 비유, 누룩 비유
(33, 36-43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찮음(insignificance); 다섯째 비유, 
감추인 보화(44절):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 여섯째 비유, 감추인 진주
(45-6절):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 일곱째 비유, 그물의 비유(47-50절):  
예상된 심판의 연기; 여덟째 비유, 새 것과 옛 것―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의 보물들(51-52절).
93)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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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4) 즉,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구분은 무리를 제자로 초대하는 ‘수사적 전략’95)이다. 비유에 

대한 설명은 무리를 배제하고 제자들만을 상대로 진행된다. 씨 뿌리는 일은 예수가 하

늘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일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하늘나라에 대

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다양한 반응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응과 열매를 맺는 반

응으로 나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충격이거나 실패가 아니다. 특

별한 성공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예수가 비유를 말한다고 직접 소개하며, 예수는 “하늘나라는 마치 ……(여

격 명사)와 같다”는 형식의 비유를 말한다.96) 이른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로 시작하는 비유(13:24-30)에서, 선한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

든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든지 그 씨는 싹을 내고 자라 열매 맺는다. 그렇다고 선한 

주인의 종들이 섣불리 가라지를 뽑으려 해서는 안 된다. 결실할 곡식을 헤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주인이 판단해서 거두든지 버리든지 하게 해야 한다. 독자는 하늘나라의 

확장이 이뤄질 때 악의 세력도 확장하지만 결국에는 하늘나라가 승리하여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 파멸할 것이라 확신하며 용기를 얻는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로 시작하

는 비유(13:31-32)에서, 겨자씨는 작아도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

한다.97) 독자는 하늘나라가 급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로 시작하는 비유(13:33)에서 예수는 농사짓기 이미지 대신 빵 

굽기 이미지를 사용하여 급성장을 강조한다. 독자는 다시 하늘나라가 은밀하게 급성장

할 것을 기대한다. 서술자는 예수의 비유 사용을 예언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논평한

다(13:34). 데이비스의 설명하면, 예언자 아삽(대상 25:2; 대하 29:30)의 예언적 신탁(시 

94) Ibid., 76은 공식인용구(14절) 사용이 예수와 아버지의 연속성과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신중한 통치, 그리고 서술자의 신뢰성에 대한 독자
의 판단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95)
 Davies, Matthew, 101.

96)
 Ibid., 102는 하늘나라를 여격명사보다는 비유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97) Ibid., 103은 새를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이방인들로 이해한다(참고. 겔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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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의 성취이다. 처음부터 감춰진 것은 예수가 제시한 확신,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말적 심판을 깨닫고 준비하게 하는 그의 사명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라 할 수 있다.98)

서술자는 예수가 무리를 떠나 집으로 갔으며 제자들만이 다가와 “가라지 비유”의 의

미를 질문했다고 보고한다(13:36). 예수는 가라지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파종

자-인자, 밭-세상, 좋은 씨-하늘나라의 자녀들, 가라지-악한 자의 자녀, 원수-악마, 추수 

때-세상 끝 날, 추수꾼-천사). 예수의 설명은 몇 가지 점을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은 세

상 마지막 때까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때때로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세

상에서 공존하도록 허용하신다. 둘째, 불의한 자는 결국 가려져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셋째, 의로운 자는 함께 모여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99) 서술자의 개입 없이 예수는 “하늘나라는 ……와 같다”는 말로 이어간다. 이것

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이다.100) 예수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로 시작하는 비유(마 13:44-46)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너무 고귀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여 찾을 가치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로 시작하는 가르침 역시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

다”로 시작하는 가르침으로 몇 가지 점을 강조한다. 첫째,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심

판하려 오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물의 행위를 서술한다(47-48a절). 둘째, 하나님이 의

롭다고 선언한 대상은 장차 봉사와 보호를 위하여 모아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좋은 고

기의 운명을 묘사한다(48b절). 셋째, 쓸데없는 것으로 버림을 당하여 구속받지 못한 사

람을 상징하는 썩은 고기의 운명을 묘사한다(48c절).101) 예수는 “세상 끝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와 “울며 이를 갈 것이다”를 반복하여 말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에 입

각하여 심판하실 것을 강조한다.102)

98)
 Ibid.

99) Craig L. Blomberg, 비유해석학 ,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52.
100)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79.

101)
 Blomberg, 비유해석학 , 256.

102)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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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자,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한다. 파송설교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활동도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예”라고 대답하여 하늘나라 비밀을 깨달았다고 밝힌다. 그러자 예

수는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비유적 말을 한다

(13:52).103) 에드워즈 설명에 따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의 이 

긍정적 대답과 논리적으로 관련있다는 암시이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비유 강론의 요점인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된 제자들을 언급한다. 예수는 그 율

법학자를 집주인과 그 곳에 비교하면서 비유로 말한다. 여기서 “자기 곳간”은 예수가 말

한 하늘나라 신비이다.104)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늘나라 신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섬김이가 되어야 한다. 독자 역시 동일한 이해를 갖고 결단한다.105)

  하늘나라를 위한 예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 유도(13:53-14:53)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비유를 강화한 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사

람들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랐다고 논평적으로 보고한다(13:53-54). 가르침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도 이제 독자는 하늘나라 선포라고 이해한다.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은 예

수가 지닌 지혜와 능력의 근원을 두고 수사학적 질문을 나열하며 예수를 풍자한다. 11

장 25-27절을 기억하는 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다”라고 암시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103)
 Hagner, Matthew, 383은 옛 것(유대교 신앙)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것(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다고 설명한다.
104)
 참고. McKnight, “Gospel of Matthew,” 532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

해 제시된 “하늘의 왕국”의 본질을 열거한다. 첫째, 왕국은 다양한 반응 초
래한다(13:1-9, 18-23). 둘째, 왕국은 조용히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임한다
(13:24-30, 31-32, 33, 36-43). 셋째, 왕국은 철저한 헌신을 요청한다(13:44, 
45-46). 넷째, 왕국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근원을 둔 윤리를 요청한다
(13:47-50). 제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권적인 것이고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서기관에 비
유된다.
105)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80; Edwards,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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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그들이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논평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자신

을 예언자로 제시하며 또 하나님의 예언자를 거절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한다. 그

리고 예수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더 이상 능력적인 활동을 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설명한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서술하던 마태는 갑자기 분봉왕 헤롯을 등장시켜 그가 하늘

나라 사역을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의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보고한다. 예수가 

출생했을 때 헤롯이 그를 살인하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독자는 그의 아들 분봉왕 헤

롯(헤롯 안티파스)의 등장에 긴장한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의 능력적인 사역활동을 두고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두려움으로 말

한다. 그러나 독자는 그의 판단이 그릇됨을 간파한다. 이때 서술자는 회상기법을 사용하

여 예언자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비윤리적 행위, 곧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

하려 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자 그를 죽이려 했지만 무리가 침례자 요한을 “예언

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서술자의 설명에 따르면, 분

봉왕 헤롯은 자신의 생일잔치를 즐기며 만취한 상태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보여준 가무

에 흥분한 상태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경솔하게 약속한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

고 거만한 헤로디아는 딸에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부탁하게 했다. 정신을 차린 왕은 자

신의 명예와 체면 유지를 우선 생각하여 예언자 요한을 죽였다.106) 독자는 예수와 요한

의 공통점, 곧 그들의 예언자 신분을 발견한다. 그리고 요한의 운명에 비추어 하늘나라 

사역을 펼치는 예수의 운명, 그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본다.107)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오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

로 피하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보고하고, 또한 예수가 많은 무리를 치유했는

데 그 동기는 긍휼히 여김이었다고 논평한다(14:13-14).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드러내는 예수에게 다가와 무리들의 배고픈 사정을 말하며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어리

석은 제안을 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사명 혹은 책임을 

부가한다. 그러자 제자들은, 킹스베리의 분석에 따르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들이 이미 

106)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한 인물묘사를 위해서는 Edwards, 마

태의 예수 이야기 , 83을 참고하시오.
107)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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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능력(14:16-17; 15:33)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 밖

에 없다는 빈정되는 어투로 자신들의 무능력을 밝히며 절망한다.108) 그러나 예수는 제

자들이 하잖게 여기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창조적인 풍성한 식탁을 무리

들에게 베푼다.109) 예수의 급식이적은 예언자 활동이며,110) 제자들은 이 자비 활동111)

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독자는 의에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모색하는 결단을 한다.112)

서술자는 예수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리를 보냈다고 

보고함으로 독자가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게 한다(14:22-23). 뒤따라 갈 것 같았던 예수

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있다. 혼자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은 

전체 서사에서 흔하지 않은 특별한 것이다.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자신

의 의식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호수를 건너고 있던 제자들은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새

벽(3-6시)에 예수는 바다 위를 걷어 제자들에게 간다. 반대에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이

런 특별한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유령

(Fa,ntasma)이야!”라고 외친다. 이 외침은 바다 가운데 본부를 두고 있는 악한 영의 활동

으로 착각이다. 예수는 여호와 이름을 연상시키는 “나이다”(evgw. eivmi,)113)는 말로 자신의 

정의하며 그들을 진정시킨다. 서술자는 제자들 중 베드로를 부각시킨다. 그는 예수의 신

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예수는 “오너라!”

라고 말한다. 서술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에게로 향하다 맹렬한 파도에 놀라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 예수는 그의 의심과 적은 믿음을 책망한다.114) 

108) Kingsbury, 이야기 마태복음 , 33.
109)
 참고. D. A. Carson, Matthew, vol. 8, no. 1,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 Frank E. Gaebelein (Grand Rapids: Zondervan, 1984), 
340.
110)
 Davies, Matthew, 109.

111) Kingsbury, 이야기 마태복음 , 25.
112)
 Davies, Matthew, 109-10.

113)
 Davies, Matthew, 110는 예언자 정체를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114) Luz,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tthew, 68에 따르면, “믿음
이 적은 자”를 두려움과 의심으로 혼합된 믿음이다.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 96는 “기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권세를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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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서술자는 예수의 명령으로 바람이 그

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임재로 잔잔해졌다고 논평한다. 제자들의 반응은 경배와 

올바른 고백이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를 

인식함에 진보를 보이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를 드러낸 것으로 인식한다.115) 서술자는 예수의 게네사렛 치유 사역을 요

약하며 나사렛 사람들의 거절과는 대조적인 “수용”의 모습을 힘주어 평가한다(14:34-36). 

예수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되고 수용된다.116)

  하늘나라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심판, 이방인에게 확장(15:1-16:12)

독자는 하늘나라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되는 장면들에 한편으로는 안도하

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절을 기억하며 초조해 한다. 서술자 마태는 하늘나라를 위한 

예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되는 긍정적 반응의 서술을 반전시킨다. 하늘나라

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심판을 경고하며 하늘나라가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의 정당성

을 서술한다.117) 

서술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에게 왔다고 보고한다

(15:1).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일을 두고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

한 것이라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공격한다. 그러자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과 대조시키고, 사소한 전통 때문에 고르반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주요 조

항을 대체하려는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맹공격하여 그들의 전통을 무효화한다. 또한 그

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고 비판한다. 서술자는 예수가 무리를 따로 불러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을 가르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장면을 

제자들과 예수 간의 대화로 급전환시킨다. 제자들은 예수의 비판에 대한 바리새인의 공

것”으로 설명한다.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86은 확신이 없는 상
태라고 설명한다.
115)
 Carter, Matthew, 166.

116)
 Davies, Matthew, 111.

117)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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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알린다.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따라서 

독자는 위선적 행위로 인해 하늘 아버지의 심판받아 파멸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 갑자기 베드로가 비유 가르침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책망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정

결치 못한 마음에서 야기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임을 깨우친다. 독자는 

제자들도 예수의 비유적 가르침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이며 예수가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마음에 새긴다.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전통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 후, 이방인 지역인 두로

와 시돈에게로 향한다(15:21). 서술자 마태는 언약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여성이 길에서 예수에게 간청한다고 보고한다. 그 여성은 반복적으로 간

청한다. “주, 곧 다윗의 아들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VEle,hso,n me( ku,rie uìo.j 

Daui,d). 그 여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의 사명을 수용했다는 의미이다.118) 예수가 말

대꾸도 하지 않자 제자들이 중재자로 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대답한다(15:24). 여성의 주장과 기교는 예수를 설득시켜 그

녀의 큰 믿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녀의 요청이 이뤄지게 하는 수단으로 서술된다. 가나

안 여인의 깨달음과 신앙은, 에드워즈 분석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배척 행동 그리고 제

자들의 우둔함과는 대조된다.119) 그녀의 신앙은 주변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모범

적인 실례이며,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의 예고하고 있다.120) 예수의 치유는 이방인 선교

를 정당화한다.121) 

서술자는 예수가 갈릴리 호수의 이방인 지역에서 다른 이방인들도 치유했으며 무리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요약적으로 논평한다(15:30). 따라서 독자는 

“전체 이야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기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깨닫

118) Carson, Matthew, 354는 예수를 백성을 치유해주는 메시아로 인식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119)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90.

120)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2.

121) Davies, Matthew, 115; 참고.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 99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근본적인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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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지만 가나안 여인처럼 무리는 예수가 행한 권위의 근원을 깨닫는다. 서술자는 

하늘나라가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고 공개적을 서술한다.

예수는 사흘을 굶은 무리에 대한 자신의 자비를 제자들에게 알리지만(15:32), 제자들

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무능력을 드러낸다.122) 예수는 

다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풍성한 급식이적을 베푼다. 이야기를 듣고 독자는 예수와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 예수의 이방인 지역 여행은 그가 무리를 돌려보내고 

마가단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이 급식이적은, 양용의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방인에게도 개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123) 

서술자는 신학적 및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대하여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shmei/on)을 요구한다고 보고한다(16:1). 예

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표적을 요청한다. 독자는 시험에 관한 언급

에 광야에서 예수의 시험 그리고 예수의 거부(13:38-42)를 상기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이 제시되었기에 이런 요구를 가당치도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독자는 이러한 반복

을 근거로 유대 지도자들이 더 강퍅해지고 있음을 안다. 예수는 날씨를 예측할 줄 알지

만 ‘시대,’ 곧 ‘예수와 하늘나라의 도래’124)를 분별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들을 책망한다. 그렇다면, 책망의 요지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다.125)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언급이 다시 제시되지만 해석은 주어지지 않는다. 내포독자는 예수의 죽음

과 부활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석은 불필요하다. 예수는 호수 건너편에 이

른다. 카슨은 예수의 마지막 퇴각을 두고 지리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법정적 것

으로 말한다.126)

서술자는 예수와 그를 따라 호수 반대편까지 따른 제자들간의 대화 장면으로 전환한

다(16:5). 제자들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염려를 드러낸다. 그때 마태의 예수는 “너

122)
 참고. Edwards, 마태의 예수 이야기 , 91은 아이러니 기법을 추종자

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둔함의 또 다른 예로 설명한다.
123)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276.
124)
 Carson, Matthew, 361.

125)
 Davies, Matthew, 117.

126) Carson, Matthew,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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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라고 경고한다. 

즉, 저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는 경고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은유적 경고를 

오해한다. 빵을 소지하지 못한 것에 저들의 관심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적은 믿음과 두 

차례의 급식이적을 상기시킨다. 또한 얼마나 많은 조각들을 주웠는지를 질문한다. 사실 

예수는 빵을 물리적 빵을 지시하지 않고 저들의 가르침이라 설명한다. 데이비스의 설명

에 따르면, 이 대화는 예수의 공급의 적합성을 부각시키고, 또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지도력을 유대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구분 짓는다. 이런 구분은 교회 회원들이 인식한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는 예수의 생활방식을 따를 

지도자를 훈련시키도록 준비시킨다.127) 호웰은 반대자들에 대한 책망과 바리새인과 사

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경계의 병치에는 거절과 수용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

조한다.128)

나가는 말

서술자는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4:12-11:1) 이야기를 서술한다.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 시작”(4:12-5:1)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내포독자는 예수가 하늘나라의 

임재를 이스라엘에 선포하여 회개로 이끄는 사역을 확인하고, 제자의 사명 곧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며, 예수가 치유와 귀신축출을 통해 마귀와 악의 세력에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임재를 이스라엘에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스라엘에게 ‘의’를 요

구하는 하늘나라”(5:2-7:29)의 서술을 근거로, 내포독자는 하늘나라를 경험했으니 박해 

상황에서도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의로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

는 삶을 살기도 결단한다.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자비”(8:1-9:38)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내포독자는 예수가 행하는 치유와 기적들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적 승리이며 자비 활동이며 또한 이 일을 지속할 일꾼을 찾는다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에게 하늘나라의 자비를 드러낼 일꾼으로서 따르기로 헌신한다. “이스라엘에게 하늘나

라를 선포하는 원리”(9:35-11:1)의 서술을 근거로, 내포독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

127)
 Davies, Matthew, 118.

128)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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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에게 하늘나라 임재를 선포하여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결단한다. 

서술자는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반응에 따른 결과”(11:2-16:12) 이야기를 서술한다. 

“하늘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11:2-15:50)에 대한 서술에 반응하여, 

내포독자는 하늘나라의 임재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확인하고, 

이른 바 전통에 속박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동시에 긍정적

인 수용 및 헌신의 반응을 보인다. “하늘나라를 위한 의로운 율법학자로 초청”(13:1-52)

에 대한 서술에 반응하여, 내포독자는 하늘나라는 종국적으로 결실한다는 깨달음으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적으로 투자하기로 헌신한 의로운 율법학자의 비전을 갖는다. 

“하늘나라를 위한 예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 유도”(13:53-14:53)에 대한 서술

에 반응하여, 내포독자는 이스라엘에서 거절당하는 예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

용한다. “하늘나라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심판, 이방인에게 확장”(15:1-16:12)에 대한 서

술에 반응하여, 내포독자는 전통에 속박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심판

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며, 하늘나라의 임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일에 몰입한다. “내포독자는 하늘나라의 임재와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충성하는 의

로운 율법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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