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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교수의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 전승과 그 함의성”에 대한 논찬*

김광모(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본 논찬자는 김형동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 전승과 그 함의

성”의 논지를 요약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요약

김형동 교수는 지혜전승 연구가 복음서 이해에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며 연구를 시작

한다. “복음서에 있어서 지혜 모티프는 분명하게도 각 공동체의 예수에 대한 이해와 기독론

적 발전의 궤적을 보여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전승을 사용해 예수에 대한 자신들

의 경험과 이해를 표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혜 모티프를 근거로 각 공동체의 예수 

이해와 기독론적 발전의 궤적을 탐구하기 위해 지혜적 말씀과 지혜(소피아)와의 관련성, 예

수의 지혜적 말씀의 세계관, 지혜전승과 예수의 사역과 죽음 간의 해석학적 연관성 등의 세

부 주제에 관심을 쏟는다.

김 교수는 본론부의 제목을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전승”이라 붙이고 “Q: 지혜의 사절,” 

“마가복음: 숨겨진 지혜,” “마태복음: 지혜 스승과 지혜로서의 예수,” “누가복음: 식탁교제

의 주인,” “요한복음: 살을 입으신 지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Q: 지혜의 사절.” 김 교수는 Q에서의 예수를 지혜가 파송한 종말론적 사절로 설명하며, 

지혜 모티프가 그 사절에 대한 거부 및 배척과 관련해 사용되는 예를 든다. Q 13:34-35에

서, 지혜 모티프는 지혜가 파송한 예언자들이 이 세대의 억압적인 유대지도자들에 의해 배

척당하는 내용에, 그리고 배척하는 자들의 회개치 않는 내용에 사용된다. 이것은 인격화된 

지혜가 이스라엘에 안착하지 못하고 배척당한다는 전승을 배경으로 한다(시락 1:15; 1에녹 

42). Q 10:21-22에서, 어린이(Q 공동체)에게 계시된 지혜는 공인된 지혜자들인 유대 제도

권과 논쟁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다니엘 2:19-23을 반영한다. Q 7:35에서, 자녀 때문에 

옳다고 인정되는 지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회개치 않은 유대지도자들에 대한 수

사학적 비판으로 사용된다. 김 교수는, “Q공동체는 예수의 사역과 죽음을 지혜가 파송한 종

말론적 선지자의 죽음으로 이해함으로써 거부와 배척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정당화하고 예

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요약한다. 

“마가복음: 숨겨진 지혜.” 마가복음에서 지혜전승의 흔적이 명시적이지 않아도, 지혜전승

에 뿌리를 둔 그러면서도 숨겨진 특징을 보이는 비유적 가르침과 예언적 부분에는 지혜-묵

시적 전승의 관점이 있다. 지혜에 대한 거부 모티프는 마가복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예수

를 죽음으로 이끈다. 마가복음 6:2에서 “지혜”는 가계를 중심으로 한 인습적 지혜에 의해 

거부당한다(참고. 에녹일서 42:1-2).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수용한다.

“마태복음: 지혜 스승과 지혜로서의 예수.”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지혜 스승이자 지혜 그 

자체이시다. 예수는 신성한 지혜 그 자체로 지혜가 공동체와 함께 있음(임마누엘)을 선포한

다.” 마태는 자신을 지혜를 전하는 고대의 서기관으로 소개하며(13:52), 또한 학교에서 가

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관점을 보여준다(요약 구절과 오경 구조). 마태의 예수는 권위로 특

히 토라를 해석해 가르치며 성취 혹은 체현한다. “이러한 이해는 지혜 기독론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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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만이 선생님이라는 표현(23:8-9)은 지혜 문학을 반영한다(잠 1:20-33; 8:10, 33; 시락 

4:24; 지혜 6:14).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인격화된 “지혜 그 자체인 예수는 ‘참된 토

라’이다.”(마 11:29; 집회서 51:26-27).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지혜 스승이자 지혜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지혜 전승을 반영한다.

“누가복음: 식탁교제의 주인.” 누가복음에서 예수와 지혜 전승 간의 관계성을 찾기란 쉽지 

않아도, 예수의 식탁교제에 관한 많은 비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개방적이며 급진적인 식탁교제(참고. 잠 9:3-5; 시락 24:19-22)를 통해 하나님의 

“포괄적 은혜와 선함”을 선포하다 비난받아 거부당한다. “이러한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 지

혜 전승의 지혜-하나님(소피아-하나님)의 특징인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식탁교제의 

주관자를 소피아-하나님과 동일시한다. 또한 성령과 지혜 간의 특징적인 연결도 주목해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지혜는 종말론적인 성령의 선물, 곧 성령에 의해 영감된 지혜이다.” 

“요한복음: 살을 입으신 지혜.” 요한복음에 지혜라는 용어가 없지만, 지혜 모티프를 부정

하기는 어렵다. 내려옴-올라감의 모티프는 예수의 계시강화 주제이자 그의 적대자들 사이의 

오해 근원이다. 이 특징적인 모티프와 그것의 논리적 귀결은 종교사에서 유대 지혜에서 그 

유비를 발견하게 된다(잠 8장; 시락 24장; 에녹일서 42장).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

는 성육화된 지혜로 묘사되고 있다(1:1-18). 이 밖에도 유대 지혜 전승에 기대어 예수를 묘

사한다: “에고 에이미,” 계시강화, 표적 자료, “아버지-아들” 용어, 수용 혹은 거부에 따른 

인간의 운명(생명 또는 죽음), 보혜사의 역할 등. 예수와 빌라도와의 대면(요 18:28-19:16)

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실재가 그리스도의 왕권의 특별한 실제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묘사

다. “문자적 의미에서 성육신과 수난에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살을 입으신 지혜인 것이다.” 

예수에 대한 발전적인 신학적 표상이다.

“나가는 말”에서, 김 교수는 공관복음서에서의 지혜가 신비 그리고 계시와 더 관련된다는 

입장에서,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묵시적 지혜이며, 하나님의 성육화된 종말적 지혜라고 말

한다.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숨겨진 

삶의 현현이다.” 또한, 각 복음서는 예수에게서 중재된 지혜가 각 공동체의 정황에 의해 새

롭게 해석됐다고 한다. Q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마가는 박해받는 

상황에서 제자도의 의미를 전개했고, 마태공동체는 예수를 율법의 메시아적 해석자이자 지

혜임을 선포했으며, 누가는 소피아-하나님의 “포괄적 은혜와 선함”을 계시했고, 요한은 예

수를 성육화된 지혜로 발전시켰다. 김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와 평가는 예수의 행위와 

말씀의 전승 안에서 일어났다. 유대지혜 전승 안에서 각 신앙공동체는 암묵적으로 또는 명

시적으로 예수를 지혜 스승, 지혜, ‘성육화된 지혜’로 묘사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

아, 부활한 주로 기억했을 것이다.”라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평가

김 교수는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신약성서와 구약 및 유대문헌”에 들어맞게, 복음서에 
있는 지혜 전승을 공동체별 기독론적 재해석의 궤적과 각 궤적의 공동체적 함의의 견지에서 
학문적으로 고찰했다. 지혜 전승의 특징이 “역사적”(historical)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

* 참고. 이 논찬은 한국신약학회 제103차 정기학술대회(2012년 4월 7일)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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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기독론의 발전적 궤적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각 공동체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논지 전
개는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찬자는 연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조하는데 다소나마 일조하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범위는 복음서인데, Q도 복음서 중 하나로 간주하

며 다룰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Q를 하나의 복음서로 간주하는 학문적 입장이 있지만,2 지

혜 구절을 Q에 배정함으로 인해 특히 누가복음에서의 지혜 구절을 상대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도 편집비평과 사회적 접근을 이용해 특정 

전승의 궤적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탄력을 받는 Q와 복음서의 서사

성에 기초한 통전적 해석도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3 후자를 수용한다면, 지혜

의 기독론적 궤적보다는 지혜 모티프의 기독론적 역할과 그것의 함의를 보다 통전적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며,4 지혜 모티프의 상징적 변형을 분석해 그것의 함의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5

셋째, 논지 전개의 일관성 견지에서, 지혜의 기독론적 발전의 궤적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누가복음 부분의 소제목을 “식탁교제의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그리고 ‘궤적’은 점선이 아니라 실선인데, 발전의 연속선을 흐

릿하지 않은가? 또한, 지혜에 대한 기독론적 재해석의 함의를 공동체별로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Q의 함의는 분명히 제시됐으나 네 복음서의 함의는 그렇지 않아 보인

다. 아마도 각 공동체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지혜 전승이나 지혜 기독론 층만을 구별해 연구하는 것의 한계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지혜 전승이 전승이나 운동이 아니며 특정의 세계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유사한 문헌의 형태로, 다른 문학적 양

태를 보완하는 하나의 양태라는 주장이 있다.6 또한, 유대 지혜문학에 근거해 예수를 하나
님의 말씀이자 영광스런 구원자로 제시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예언자로 인식
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완전한 지혜자-예언자이다. 즉, 지혜 기독론은 예언자 기독론으로 
연장된다.7 

1 William A. Beardslee, “Wisdom Tradition and the Synoptic Gospel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5 no 3 (1967): 231.

2 참고. 박인희, “Q의 서사적 특성과 Q 공동체,” ｢신약논단｣, 16권 3호 (2009년 가을), 746, 특히 
각주 2는 Q 자체가 복음서라는 2000년대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3 박인희, “Q의 서사적 특성과 Q 공동체,” 747-49; 

4 일례로 Douglas K. Clark, “Signs in Wisdom and Joh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no 
2 (1983): 201-9는 솔로몬의 지혜서와 요한복음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여섯 가지 항목에 하나를 추
가하는 구성적 패턴(six-plus-one)에 착안해, 이른바 로고스-기독론을 보다 통전적으로 설명한다. 또
한 Catherine Cory, “Wisdom's Rescue: A New Reading of the Tabernacles Discourse (John 
7:1-8:59),”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 no 1 (1997): 95-116은 지혜 전승과 지혜 이야기
가 어우러진 장막절 담화를 연구해, 지혜로운 사람을 구출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의 성육신인 예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5 참고. Celia Deutsch, “Wisdom in Matthew: Transformation of a Symbol,” Novum 
Testamentum, 32 no 1 (1990): 13-47.

6 Mark Sneed, “Is the ‘Wisdom Tradition’ a Tradi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3 no 1 
(2011): 71. 참고. A. Edward Gardner, “Patterns That Connect: The Transfiguration, the 
Providence of God, and the Chiasmus,” Encounter, 60 no 3 (1999): 371, 373은 지혜 전승이나 
지혜 문헌보다는 지혜 사고(wisdom thinking)의 연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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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활동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정의)에 
기초해, 지혜 기독론의 궁극적 기능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유대 지혜문헌에서 지혜
는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능력, 우주에서 하나
님의 임재 등을 말하는 일종의 방식이었다. 지혜 기독론, 곧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
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8 

귀한 논문을 연구해 주신 김형동 교수의 노고 덕분에 본 논찬자 역시 지혜 기독론을 새롭
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미흡하지만 발전을 위한 질문이 지혜 
기독론 연구에 미력한 기여가 되길 기대한다.

7 Richard J. Dillon, “Wisdom Tradition and Sacramental Retrospect in the Cana Account (Jn 
2:1-11),”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4 no 3 (1962): 279. 참고. Seán Freyne, “The Galilean 
Jesus and a Contemporary Christology,” Theological Studies, 70 no 2 (2009): 281-297은 역사
-신학적 접근을 사용해, 메시아 주장자로서 예수, 이방인에 대한 개방성을 보인 예수, 지혜교사로서 
예수 등의 국면을 통합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Esther Juce, “Wisdom in Matthew: Tripartite 
Fulfillment,”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55 no 2 (2011): 126-26은 마태복음서에서 그
리스도를 위한 지혜 이미지가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언자 간의 비교 도구이며 또한 
토라, 예언서, 성문서의 삼중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8 James D. G. Dunn, “Jesus for Today,” Theology Today, 52 no 1 (1995): 7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