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3)

김광모(부교수/신약학)

들어가는 말

본고는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

심으로(1)”1과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2)”2에 이어진다. 필자는 내러티브의 스토리 층위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텍스트 층위, 그리고 특별히 서술 층위 국면을 고려한 플롯 분

석을 시도한다. 곧, 서술 층위에서 내포독자가 반응으로 보일 인식이나 

행동의 결단이라는 내러티브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메시

아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h̀ basilei,a tw/n ouvranw/n)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이런 방법론을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으로 한 플롯 연구 방법론”이라 한다. 

언급한 방법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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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자 재가(3:1-17), 하늘나라 대리자 승리(4:1-11) 등을 분석했다. 내

포독자는 하늘나라가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종국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순종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단한 상태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4:12-11:1)이라는 

1 김광모,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
으로(1),” ｢성침논단｣, 3집 (2005): 189-226.

2 김광모,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내포독자의 내러티브 사건 인식을 중심
으로(2),” ｢성침논단｣, 4집 (2006): 1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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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 시작(4:12-5:1), 이스라엘에게 

“의”를 요구하는 하늘나라(5:2-7:29),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하늘나

라의 자비(8:1-9:38),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원리

(9:35-11:1) 등을 분석했다. 내포독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수

의 하늘나라 선포 사역에 헌신하여 그것의 실현을 기대하며(4:12-5:1),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제자로서 사랑에 기초한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의 인정을 추구한다(5:2-7:29). 특히 이스라엘에게 하늘나라 자비를 

제시하고자 한다(8:1-9:38). 그렇기에 먼저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늘나

라의 평화를 누릴 것을 촉구한다(9:35-11:1).

세 번째 부분은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반응에 따른 결

과”(11:2-16:12)라는 제목 아래, 하늘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

한 심판 경고(11:2-12:50), 하늘나라를 위한 의로운 율법학자로 초청

(13:1-52), 하늘나라를 위한 예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 유

도(13:53-14:53), 하늘나라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심판, 이방인에게 확

장(15:1-16:12) 등을 분석했다. 내포독자는 하늘나라의 임재와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어떤 위

협이 있더라도 충성하는 의로운 율법학자이다.

IV. 하늘나라를 실현할 교회 공동체 세우기 (마 16:13-20:34)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자(16:16),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지침을 전하신다(18-19장). 그렇다면, 예수의 갈릴리 사

역의 목표는 ‘교회 세우기’다.3 

1. 하늘나라 공동체의 궁극적 승리 (마 16:13-20)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사

3 김광수,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 이야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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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16:13)고 질문한다. 예수를 선지자들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여론이 호의적이긴 해도 부족한 이해이다. 예수

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이해를 기대하며 다시 묻자, 제자들의 대표자

격인 베드로는 이전에 모든 제자들이 고백한 정확한 이해를 반복한다

(16절; 참고. 14:33):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

다”(Su. ei= ò Cristo.j ò uìo.j tou/ qeou/ tou/ zw/ntoj).4 예수께서는 그 고

백의 근거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계시라고 단언하시고(17절), 

계속하여 말씀하신다.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겠다”(su. ei= Pe,troj( kai. evpi. tau,th| th/| pe,tra| oivkodomh,sw mou th.n 

evkklhsi,an).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계획을 선포하신다.5 또한 제자들의 신앙공동체

에 약한 국면이 있을 지라도, 적대적 세력들에 대한 교회의 궁극적 승

리를 확증하신다.6 그 일은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적인 청지기로서 권위

를 가지고 주도할 것이다.7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말

4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85는 ‘그리스도’가 민족적 색채가 강한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민
족적 기대만을 반영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잡다한 신들과 대조돼 진정한 하나
님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5 참고. 후자의 “반석”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교회의 기초인 베드로, 그
리스도 자신 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7장 24절
을 근거로 한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등. 
Lowery, “마태복음,” ｢키워드로 푸는 성경 복음서｣, 유상섭 역 (서울: 도서출
판 디모데, 2005), 103은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고백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들의 “미래 사역”을 미래 교회의 토대로 설명한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하
는 대표 연설자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유대인(행 2장)과 이방인(행 10장) 모두에게 설교한 첫 번째 제자였다.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8은 교회를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한다.

6 Lowery, “마태복음,” 104. “음부의 문들”(pu,lai a[|dou)에는 부분으로 전
체를 표현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성문은 성의 견고함과 주민을 대표한다. 음부
가 죽은 사람들의 영역을 가리킨다면 이 말은 사망의 권세가 교회와 교회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음부가 정죄의 영역으로 간주되면 
지옥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묘사이다. 

7 David B.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147. 유일한 표현인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서 나라
는 교회와 동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 의한 묶음과 풀음은 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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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자(20절), 독자는 이 함구령에 궁금증을 갖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자들의 고백(16:16; 14:33)은 

고난 및 재가와는 관련돼야 적절히 이해된다. 

2. 하늘나라 공동체의 희생적 섬김과 믿음을 통한 승리 (마 16:21-17:27)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의 주제는 예수 자신의 고난 그

리고 교회와 관련한 문제들이다. 교회의 세움(16:18), 죽으심과 부활

(16:21), 인자의 오심(16:28이하) 등의 예고는 “거절과 수용”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8 독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도와 연결된

다는 점을 잘 안다. 그의 죽음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들의 존재를 위

한 패러다임(paradigm)이다. 16:21-28은 플롯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

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예수의 임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

들의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9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23장 13절과 일치하는데, 여기서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19절의 “하늘”은 “하나
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마태는 베드로
를 교회의 청지기로 간주한다. “묶음과 풀음”에 대한 성경적 용례가 없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18장 18절에서 예수는 집단으로서 제자들을 언
급할 때 이를 사용한다. 여기서 이는 교회 회원을 향해 취해진 행동을 언급한
다. 이 어구는 일종의 권위를 표시하지만, 무슨 종류의 권위인지 그리고 어떻
게 그 권위가 사용되는지는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Kingsbury, J. D. 
“The Figure of Peter in Matthew's Gospel as A Theological Problem.”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1979): 67-83은 베드로의 고백에 “구원사
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반석
이며 그에게 닫고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교회의 신조와 징계를 
결정하는 문제)도 바로 이러한 구원사적 우선권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세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권세이다(16:17-19; 
18:18). 다시 말해서 마태가 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으뜸됨을 언급하고 있
지만 이러한 으뜸됨은 평등함 가운데 첫 번째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4:18; 
10:2;; 23:8-12). 참고. D. A. Carson,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ed. Frank E. Gaebelein (Grand Rapids: Zondervan, 1984), 
364.

8 David B.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A Study in the 
Narrative Rhetoric of the First Gosp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144.

9 Warren Carter, Matthew: Storyteller, Interpreter, Evang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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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재주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

들, 서기관들의 손에 죽는 것(16:21)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의 가

르침과 하나님의 관점을 곧바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책망하는

(evpitima/n) 반응을 보인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응을 ‘사탄의 일’로 간

주한다. 베드로가 예수의 칭찬을 받았고 또 미래의 책임과 관련해서 약

속도 부여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반대자이고 예수의 걸림돌’이기 때

문이다. 

이런 대립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제자도를 가르친다.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

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왕적인 인자의 종말적 보상은 상반적이

다.10 따라서 독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도와 직접 연결됨을 안

다. 그의 죽음은 인자가 도래할 때까지 그들의 존재를 위한 ‘패러다

임’11이다. 이 가르침은 변화 장면에서 천상의 음성에 의해 강화된다

(17:1-8).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높은 산에서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려

는 핵심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선포하고 예수

의 말을 들으라고 직접 명령하신다(Ou-to,j evstin ò uìo,j mou ò 

avgaphto,j( evn w-| euvdo,khsa\ avkou,ete auvtou/). ‘그들의 실책에 대한 질책이

다. 제자들은 홀로 남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관심을 두고 따라야 한

다.’12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의 문제로 고심한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임을 이해하지만(17:13), 귀신을 축출하지 못한다

(17:14-20).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10:1, 8)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Peabody: Hendrickson, 1996), 168.

10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295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성취를 변화산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반대하며, 인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
해 하나님께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아 그 권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사건으
로, 그리고 그 절정은 재림이라고 주장한다.

11 Carter, Matthew, 168.

12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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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적기 때문이다(17:17, +W genea. a;pistoj; 17:20, ovligopisti,an).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관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친다(17:22-23). 이 가르침은 예수의 모범적 방식에 관한 메

시지를 강화시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불가피성을 예고할 뿐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13 제자들은 예수의 사명을 지속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띈다. 인자의 죽음과 자신들

의 무능력에 적절한 반응일 수 있다. 다행히,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드디어 신경 쓰기 시작한다.

서술자는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물고기 입의 동전 이야기를 서술한

다(17:24-27). 예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처럼 디드라크마를 내는데, 

그런데 이 관행을 기초로 자신과 제자들은 로마 혹은 로마세금원과 자

녀관계가 아니라 타인관계임을 시몬에게 가르친다.14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와 제자들이 낚시질해서 처음 잡은 고기의 입

을 벌려 스타테르를 찾아 세금을 낸 이유는 세금원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기적은 ‘예수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15를 

뜻한다. 

3. 하늘나라 공동체의 친밀성 회복 (마 18:1-19:1상) 

이른바 ‘교회강화’(church discourse)에서, 수용/거절의 상호관련성

은 예수와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공동체 회원

들 간의 관계성에 적용된다. 서술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의 상

호 관계성을 서술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권위의 위치와 도덕적 문제로 

야기한 다툼을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교회구성원들은 다른 회원들을 돌

보아야 한다.16

13 Carson, Matthew, 392.

14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06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자
유롭다”(:Ara ge evleu,qeroi, eivsin oì uìoi,)는 예수님의 선언이 성전 제도 자체의 
폐지를 예견한다고 설명한다.

15 Margaret Davies, Matthew (Sheffield: JSOT Press, 1993), 126.



                                                   김광모⦁마태 내러티브의 플롯 (3)11

예수께서는 누가 하늘나라에서 크냐(Ti,j a;ra mei,zwn evsti.n evn th/| 

basilei,a| tw/n ouvranw/nÈ, 18:1)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위대

함이 어린이처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겸손으로 정의된다

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이의 예를 사용한다(18:2-5). 예수께서

는 겸손을 가르침으로 ‘일반사회 구조의 에토스에 반대하며, 유대의 평

등주의 에토스를 지지’17한다. 그리고 이 규범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할 

특별한 상황에 적용된다. 먼저, 예수께서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사회

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를 신뢰하는 약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경고한다(18:6-9). 이어서, 제자들 

상호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잃은 양 비유로 

가르친다(18:10-14). 제자들은 수호천사처럼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곧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아 기뻐

하는 목자처럼 목회활동을 해야 한다.18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보면, 

잃은 양을 찾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기 이다

(18:15-20). 피해를 입은 형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형제가 죄를 깨

닫도록 권면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

아 그 형제의 죄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잘못

의 인정과 교제 회복을 목적으로’19 전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권

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말고 ‘외부인처

럼’20 간주한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

16 Carter, Matthew, 168.

17 Davies, Matthew, 127-28.

18 Craig L. Blomberg, ｢비유해석학｣,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30은 이 비유의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목자와 여인이 일상의 제쳐둘 
정도로 잃어버린 소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길 잃은 죄인을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둘째, 잃어버린 양과 은전을 발견하여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축하할 이유가 된다. 셋
째, 아흔 아홉 마리의 양과 아홉 개의 은전이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핑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분하여 더 구원하지 않아도 여기고 만족할 수 없다.

19 Lowery, “마태복음,” 109.

20 Lowery, “마태복음,” 110은 ‘이방인과 세리’(ò evqniko.j kai. ò telw,nh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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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 죄를 인정하고 회복을 구하는 지체

에게는 용서를 선포하거나 회개를 거부하는 지체에게는 심판의 위험 

혹은 죄의 징계를 선포해야 한다.21 서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

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인 겸손과 용서를 강조한다. 용서해

야할 경우가 있을 때마다 용서해야 한다(18:21-22).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죄를 지은 다른 지체를 수용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거절한다고 경고한다(18:23-35

).22 결국 18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겸손, 상호 돌봄, 용서 등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의 관계’(community relationship)이다.23

4. 하늘나라 공동체의 대안적 삶 (마 19:1하-20:34)

서술자 마태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

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세사의 가치관과는 철저히 다른 가

치관을 갖게 할 목적으로, 일련의 일화들과 비유로 재교육한다고 서술

한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고, 제자

들이 고난과 죽음을 길을 가는 메시아를 인식하며 따라야 함을 서술한

다.

서술자 마태는 예수께서 고대 세계의 계급적 가족에 대한 네 가지 

기준요소라는 독자의 지식을 말함으로, 하늘나라 공동체의 대안적 질서

출교가 아니라 관계 방식으로 이해한다. 곧, 공동체는 죄를 지은 지체를 모임
에는 환영하지만 말이나 활동으로는 공동체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21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17은 이방인과 세리처
럼 여긴다가, 단순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공
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 목적은 관계 회복이
라고 강조한다.

22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7; Blomberg, ｢비유해석학｣, 
309의 설명에 따르면, 비유에서 첫 번째 단락은 왕이 종을 탕감했던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는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멋지게 설명한다. 중간 
단락에서는 두 번째 종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함을 강조한다. 그토록 많
이 용서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잘못 대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끝 단락은 불의한 종이 파멸했던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자를 기다리는 
두려운 운명을 묘사한다.

23 Carter, Matthew,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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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서술한다. 첫째,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반

대한다(19:3-12).24 서술자 마태는 예수께서 유대지역에서 이혼에 관

한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한다고 보고한다. 예수께서는, 시험할 의

도로 나름의 정당한 사유를 앞세워 이혼의 합리화를 질문하는 바리새

인들에게 창조질서의 견지에서 “하나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통일체인 

한 몸,” 곧 결혼관계25가 어떤 이유에서든 원칙적으로 깨져서는 안 된

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매우 축소한 가르침

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목적에서(dia. th.n basilei,an tw/n ouvranw/n) 독신을 특별히 고려하게 

한다. ‘요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의 압박 없이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다.’26

둘째, 모든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변적 존재로 살 것을 요청한

다(19:13-15).27 예수께서는 제자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

라에 속한 자들이라 평가하고 수용하는데(tw/n ga.r toiou,twn evsti.n h ̀

basilei,a tw/n ouvranw/n),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다.28 예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그들의 무

기력한 지위(18:3)에 관한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어린이의 신앙적 수용

은 제자들을 위한 본보기이다. 

셋째, 인간 정체와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수단으로써 부의 악용

에 반대한다(19:16-30).29 예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 적극적 순종,” 

특히 소유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

명을 누리는데 필요하다고 부자 청년에게 말한다. 그 청년이 난색하자, 

24 Carter, Matthew, 169.

25 Arthur Robertson, ｢마태복음｣, ｢나침반-정선주석｣ (서울: 나침반사, 

1986), 205.

26 Lowery, “마태복음,” 113.

27 Carter, Matthew, 169.

28 J. P. Louw, “Reading a Text as Discourse,” in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Discourse Analysis, ed. David 

Alan Black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20.

29 Carter, Matthew,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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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30는 과장의 비유를 말하

며, 부자에게도 구원이 개방적일 수 있다고 부가한다. 희생적 섬김을 

실천한 제자들에게는 인자와 더불어 열두 지파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

는 반전의 희망을 제시한다.31 이러한 가르침은 현 세상에서 부유한 사

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함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한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소유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희생시킨 제자

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가치의 반전에 대한 비전은 ‘현 세상에서의 가치의 반전’32을 독려한다. 

예수는 청년이 율법에 순종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기보다 인간이 완전

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임을 설명하고 있

다.33 

서술자 마태는 처음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맥

락에서, 예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20:1-16)를 서술해 이스라엘 지도

자의 운명에 집중한다. 마지막 평가(재판)에서 처음 된 사람(부자)의 기

대, 곧 자신들의 현재 지위가 심판 날에 보다 많은 상금을 보장할 것으

로 기대가 반전된다. 비유의 요점은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

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

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34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가치와 관행에 도전한다.35

30 Davies, Matthew, 135.

31 Davies, Matthew, 136에 의하면, 열 두 제자가 열 두 지파를 재판한다

는 비전은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곧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는 제안이다.

32 Davies, Matthew, 137.

33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7.

34 Carson, Matthew, 428; Blomberg, ｢비유해석학｣, 285은 세 가지 요점
을 제시한다. 첫째, 일찍 일하러 온 일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
데 불공평하게 대우받을 사람이 없을 것임을 배운다. 둘째, 마지막 일꾼들에게
서는 겉보기에 훨씬 자격이 없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관대한 대접을 받는다는 원칙이 나온다. 셋째, 통일시키는 주인의 
역할에서는 모든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는 고귀한 진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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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로에 대한 종과 노예로서 예수의 섬김의 본을 본받을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강권한다(20:17-28).36 마태 내러티브에서 세 번째 

고난 예고(20:17-19)는, 제자들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영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재물에 대한 철저한 포기가 요구되듯이 예수가 인자의 영광

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국 도래에 앞서 십자가의 죽음과 삼

일만의 부활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고난예고가 말하려는 바

는, 인자인 예수와 그의 무기력한 삶의 방식을 택한 자들이 박해 중에 

순교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부활을 보

장한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

고, 제자들과 독자들이 그의 예를 따르도록 촉구한다. 또한 부활은 ‘종

말적 재판의 반전’을 기대케 한다.37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출세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의 

가르침과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역과 사명의 본질을 오해/거절

한다. 이러한 이해의 결여, 곧 거절은 최종적인 수난 예고 후에 왕국에

서의 직책에 대한 오해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20절 이하). 이해 결여 

상태에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고난의 삶에 순응

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못

하게 한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야고와 요한의 부류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는 모든 제자들을 대상으로 세도를 부리는 지도력이 아

니라 섬김의 지도력을 가르친다. 자신의 대속적 섬김을 강조한다. 예수

는 불의하고 끔찍한 처형을 당함으로, ‘죄악된 보복적 폭력을 깨뜨리는 

본보기’38를 제자들에게 보여준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의 

탁월한 자리를 찾지만,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

다고 가르침 받는다(20:24-28).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던 두 시각 장애인은, 지나가는 예수에게 자

비의 치유를 끈질기게 간청한다.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uìo.j 

35 Carter, Matthew, 137.

36 Carter, Matthew, 169.

37 Davies, Matthew, 138-39.

38 Davies, Matthew,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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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i,d)으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39과 메시아 시대의 증표인 시각 장애

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사 42:7)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확

신하고 있다.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만져 치유한

다. 그러자 그들은 뜬 눈으로 예수를 따른다. ‘제자도 실천의 긍정적 

반응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증가되어 가는 거절의 반응과는 대조

적이다.’40 또한 이해 결여의 제자들과도 대조적이다.41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20:1-16), 눈이 열린 사람만이(20:33) 하늘

나라 대안공동체의 삶에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대안 질서의 특징은 

평등주의(egalitarian)로 이해된다. 예수는 남성 중심의 지배 구조에 반

대한다. 제자들은 대안적 가르침을 수용하여 사회 변혁까지도 시도해야 

한다.42

V. 거절과 설욕을 통한 하늘나라 실현 (마 21:1-28:20)

서술자 마태는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의 마지막 주간의 역사적 재기

술이나 교회력의 의식적 요구가 아니라, 세계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수의 수난과 변호를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이 절정적인 사

건들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하늘왕국의 개시를 서술한다. 게다가, 

21:1-25:46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통일성이 있다. 첫째, 예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21:1-22). 둘째, 

예수는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에 의한 소명을 보이기 위하여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대결한다(21:23-22:46). 셋째, 예수는 하나님이 지명한 메

시아에 대한 거절을 근거로 나라에 심판이 도래할 것을 경고한다

(23:1-25:46).43 예루살렘 개선 입성, 성전에서의 활동, 무화과나무 저

39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45는 ‘다윗의 자손’이
라는 칭호가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적 의미라고 설명한다.

40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8.

41 Davies, Matthew, 141.

42 Carter, Matthew, 250-51; 참고. 최갑종, “마 19-20장: 천국과 제자
도,”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3), 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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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의 상징적 기술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메시아 예수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의 결정적이 배경이다.44 

1. 하늘나라 공동체의 형식주의 타파 (마 21:1-22:46)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21:1-11)은 마태 내러티브의 플롯을 예수의 

최종적 거절과 십자가 처형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세 

차례 예고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한다. 마태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들을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보고한다. 고난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기

꺼이 수용하는 예수의 겸손을 강조하는 구체적 실천이다. 스가랴의 비

전의 성취(슥 9:9; 14:4)인 예수의 입성은 ‘겸손한 왕 예수의 역설을 

강조하는 효과’45를 지니고 있다. 군중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

식은 아이러니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진실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

였기 때문이다. 저자의 역설과 아이러니의 결합은 매우 인상적이다.46 

동행하는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말한 것은 그의 앞에 놓인 운명을 

상기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대답이라 하기는 

어렵다.47 

서술자 마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이어 성전 사건(21:12-13)

을 서술한다.48 성전 관계자들이 순례자들로부터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강도 소행을 했다는 단서가 서술되지 않으나,49 예수의 행동은 유대 지

43 Stott McKnight, “Gospel of Matthew,”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s. Joel B. Green and Scot McKnight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532.

44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47.

45 Carter, Matthew, 169.

46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9.

47 참고. Carter, Matthew, 169.

48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52에 따르면, 예수 생
애에서 성전 사건이 두 차례 있었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한 차례만 있었고 
네 복음서 저자 중 요한이 연대기적 위치를 변경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49 Davies, Matthew,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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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의 권위에 도전이며50 기도하는 집을 상업지로 전락시킨 성전 제

사 체제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죄에서 구원하려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에 대한 질문은 ‘성전 제사 체제에 반대’51하여 분명히 제시된다. 예수

의 성전 활동은 유대인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고하는 동시에 

또한 갱신을 예고한다.52 

마태는 거절의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나머지 내러티브 분위

기를 이어간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어린이들에 의해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를 받는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개하며 배

척한다. 가히 ‘아이러니한 장면’53이다. 사실, 분개하는 유대주의 지도

자들은 예수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에 대적하고 있다. 예

수께서는 성서구절을 인용해, 어린이들의 고백에 ‘정당성’54을 부여하고 

반대자들의 분개를 침묵시킨다. 이야기는 예수의 체포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그곳을 떠나 베다니에서 지내는 것으로 끝난다.

서술자 마태는 성전 사건에 이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21:18-21)

을 서술함으로, 이 사건 역시 파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상징

적임을 표현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반역으로 거절하는 이스라

엘,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공허한 제사 제도를 상징한다(렘 8:13; 

11:16; 호 9:10; 엘 1:7; 겔 17장). 예수의 성전활동처럼, 무화과나무 

저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파

괴적 심판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 역시 의심 없는 믿음으

로 그러한 예언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55 요약하면, 예수께

50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0.

51 Carter, Matthew, 170.

52 Davies, Matthew, 144.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54는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과 성전의 진정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고하는 

메시아적 행동”으로 이해한다.

53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0.

54 Davies, Matthew, 146.

55 Davies, Matthew,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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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데,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지도자들과 성전을 정죄하는 일종의 은유이다(21:18-22).56 예수께서

는 성전에서 믿음의 기도라는 열매를 찾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의 

가르침 및 성전 정결 사건과 치유 활동에 대한 권위(evxousi,a)를 문제 삼

아 질문한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 곧 하나

님에게 기인한 것에 기초해 그들과 논쟁을 마무리해 버리며 그들을 하

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자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거절

의 역사’57를 반영하는 일련의 비유를 말한다. 각각의 비유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58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두 아들 비유’(21:28-32)는 비유 대상인 유대 지도자들을 ‘불순종하는 

아들’59로 정죄한다.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은 침례자 요한 선포에 올바로 반응해 하

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경험한다.60 이어지는 ‘포도원과 악한 품꾼 비

유’(21:33-46)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죽

였다고 그들을 강하게 정죄한다. 게다가, 하나님이 유대 지도력을 거부

하고 그 지도력을 다른 지도자들, 곧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새로운 일꾼들에게 넘겨준다고 말한다.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의 현재적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넘겨진

다고 말한다. 비유를 듣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이해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사악하고 완고함을 드러낸다. 그들은 요한에게 했듯

이 예수도 죽이고자 한다.61 ‘결혼 잔치비유’(22:1-14)62가 예루살렘의 

56 Carter, Matthew, 169.

57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0.

58 Lowery, “마태복음,” 120.

59 Davies, Matthew, 148.

60 참고. Blomberg, ｢비유해석학｣, 240은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아들을 일하도록 보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뜻을 행
하라고 명령하신다. 둘째, 결국 순종하지 않은 아들처럼, 어떤 사람은 약속하지
만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셋째, 결국 순종한 아들처럼, 

어떤 사람은 거역하지만 후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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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을 상징하기에 이스라엘 정죄의 절정이다.63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

수의 제자들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64 마지막의 비유는 두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대를 거절한 부류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초대에는 응하지만 적절한 의복을 갖추지 못한 부류에 대

한 심판이다. 독자는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하

고 열매 맺고 왕국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65 요약하면, 마태의 예수가 

말한 세 개의 비유는 유대 지도력이 예수의 가르침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 것, 유대 지도력이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적 나라에로 반복적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정

죄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에게 반대하는 것은 하나

님과 그 목적에 반대하게 된다.66

바리새인들은 헤롯당원과 야합해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 문제(마 

22:15-22)를 중심으로 예수의 말에 트집을 잡고자한다. 예수께서는 그

들의 악한 의도를 들춰내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대답한다.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

61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1; 참고. Blomberg, ｢비유해석

학｣, 318는 이 비유의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요구
하는 열매를 자기 백성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 오래 참의며 기다리신다. 심지
어 자기 백성이 거듭 드러내 놓고 자신을 거역하면 적대적일 때도 그렇게 하
신다. 둘째,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셋째,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
면 하나님은 처음 지도자들이 맺지 못한 열매를 맺을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

실 것이기 때문이다.

62 참고. Blomberg, ｢비유해석학｣, 300은 이 비유의 세 가지 요점을 정리
한다. 첫째, 주인의 인자함과 엄함에서, 하나님이 온갖 사람을 자신의 나라로 
인자하게 꾸준히 부르시지만 그 초대가 취소되며 너무 늦어 초대에 응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둘째, 첫 번째 손님 집단의 변명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모든 변명이 대단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원칙이 
나온다. 둘째, 두 번째 손님 집단의 무력함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가지지 못한 
자들도 초대하시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특권 계급의 거절에 의하여 방해받
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나온다.

63 Davies, Matthew, 151.

64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1.

65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49.

66 Davies, Matthew,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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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지하지 않는 동시에 로마에 대한 불충성의 비난도 모면한다. 오

히려 순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독려한다.’67 

예수를 체포하려는 음모에 이어 사두개인의 부활 경멸하는 도전

(22:23-33)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무

지한 상태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족장들을 죽은 자들 가

운데서 살릴 수 있음이 함축된다.’68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바리새

인의 도전에, 예수께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제시해 처리한다

(22:34-40). 두 계명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의

존적’69이다. 권세 문제, 납세 문제, 부활 문제, 위대한 계명 문제 등으

로 논쟁하려한 반대자들이 침묵하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

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한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대

답하자, 오히려 다윗의 주님이라고 가르친다(22:41-46).

2. 하늘나라 공동체의 자비 실천 (마 23:1-26:2)

서술자 마태는 성전 안에서 벌어진 다섯 차례 논쟁이 예수의 승리

였음을 보고한 후,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도 있는 

강론을 서술한다(23:1-12). 성전 안에서 권위에 대한 위협적인 질문을 

받은 바 있는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 문제,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

으나 ‘행실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자비롭지 않

으며 자기과시에 집착한다. 예수께서 힘주어 가르친 섬김의 제자도와는 

무관하다. 제자들은 가르치거나 권세를 사용하거나 지도할 경우 겸손해

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70

67 Davies, Matthew, 152.

68 Davies, Matthew, 154; Lowery, “마태복음,” 125는 아브라함과 이삭
과 야곱이 아직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은 현재 천

사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라고 설명한다. 

69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79.

70 참고. Davies, Matthew, 158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신의 기관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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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일곱 차례나 화를 선언해(Ouvai. 

de. ùmi/n), ‘위선의 악영향을 변증적으로 경고한다’(23:13-36).71 첫째, 

하늘나라 문을 닫아, 곧 ‘예수를 부인’하며 출입을 방해하면 화가 있다. 

이것은 일곱 개의 화 전체를 요약하는 일종의 ‘서문적’72 성격이다. 둘

째, 이방인을 개종시켜 ‘율법적 행습에 구속’하면 화가 있다. 셋째, 이

기적 목적에서 ‘구속력 있는 맹세와 구속력 없는 맹세로 미묘하게 구분

해’73 악용하면 화가 있다. 넷째, 사소한 일에 집중한 나머지 정의와 자

비와 신의 등의 중차대한 일을 간과하면 화가 있다. 다섯째, 외적으로 

거룩해 보여도 내면의 도덕적 고결성이 없으면 화가 있다. 여섯째, 외

적으로 의롭게 보여도 내면에는 위선과 불법이 있으면 화가 있다. 일곱

째, 예언자를 존경하는 듯하나 실제로 거절하고 죽이는데 참여하면 화

가 있다. 이러한 화 선언들은 자기중심의 경건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의는 단순한 관대를 뜻하지 않고 

그릇된 신앙 행습을 비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74 마태의 예수는 신랄

하게 “책망하는”(23:13-36) 모습에서 “염려하는” 모습(23:37)으로, 그

리고 “깊이 슬퍼하며 고민하는” 모습으로(26:37-38) 빠른 변화를 보인

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죽인 예루살렘을 암탉처럼 품어주며 수용

의 반응을 유도했으나 그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집 은유를 사

용해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선언한다.75

마태의 예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성전의 멸망과 인자의 도래를 예

고하고(24:1-51),76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에 “의로운 일을 

론이고 그들이 속한 사회 기관을 비판하고 개혁시킬 것을 촉구하는 적용을 기
록한다.

71 Davies, Matthew, 159.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82는 예수께서 바리새파의 결의론적(casuistic) 율법 해석 방법과 위선적 경

향을 문제 삼는다고 설명한다.

72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387.

73 Lowery, “마태복음,” 128.

74 Davies, Matthew, 163.

75 Davies, Matthew, 164.

76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00-2는 마태복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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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가르친다(25:1-46).77 예수의 종말강화로 불리는 마지막 강화

의 핵심 주제는 제자들에게 신실한 자로 남아 있으라는 권면의 메시지

다.78 성전 안에서 무리와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적 책망

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선언한 후, 이제는 성전 밖 감람산 위에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한 제자들에게 그것의 끝장을 개인적

으로 예언한다. 성전 파괴 사건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활동에 대한 전조를 시사한다. 이 쌍둥이 주제는 강론의 나머지 부분에

서 다뤄진다. 이것은 실제 발생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극적 암시, 곧 

어떤 폭력적 행동이 일어날 지에 대한 예언이다.79

예수께서는 성전에 등지고 떠나 감람산에 권위 있게 앉아 있고,80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가?”와 “예수의 장래와 세상 끝

의 표징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역사의 사건인 성전 파괴와 종말의 

사건인 세상 끝은 인자의 표징으로 연결할 수 있다.81 인자이신 예수께

서는 성전 파괴 직후에 파루시아가 발생하지 않으니 어떤 징조에도 속

지 말라고 경계시킨다. 또한 고난과 박해에도 신실하게 참아내라고 당

부한다. 세상 끝에 앞서 세계에 복음 확장이 우선한다(hrucqh,setai 

tou/to to. euvagge,lion th/j basilei,aj evn o[lh| th/| oivkoume,nh| eivj martu,rion 

pa/sin toi/j e;qnesin( kai. to,te h[xei to. te,loj)고 말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지한다.82 예수는 주의 날 도래에 대한 예언자의 개념과 다니엘의 고

장과 관련한 해석학적 질문들과 요점을 제시한다.

77 Frank J. Matera, “The Plot of Matthew's Gospel,”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9 (1987): 251.

78 Lowery, “마태복음,” 130.

79 Davies, Matthew, 165-67.

80 Fred W. Burnett, “Prolegomenon to Reading Matthew's 
Eschatological Discourse: Redundancy and the Education of the Reader 
in Matthew,” Semeia 31 (1985): 98-99.

81 Ulrich Luz, ｢마태공동체의 예수이야기｣, 박정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2), 165.

82 Davies, Matthew, 167;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07
에 따르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은 그 완벽한 전체성보다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 넘은 제한 철폐 및 포괄성의 의미가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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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때의 도래에 대한 환상을 통합해, 그의 파루시아 정황을 이루는 

악과 심판을 통합적으로 예고한다. 그리고 인자가 땅 위의 하나님 나라

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83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인자의 파루시아가 있으니, 깨어 기다려야 한다(grhgorei/te ou=n). 제자

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즉, 신실하고 

지혜 있는 하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위선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종은 종말적 심판을 경

험한다.

25장의 비유들은 마태가 이해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결론을 강조

한다. 열 처녀 비유(25:1-13)는 인자의 예기치 않은 도래를 준비하면

서 깨어있어야 함을 말한다. 지혜롭고 신실한 종처럼, 지혜로운 처녀는 

주님이 없는 동안에 적절하게 처신해, 결국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다.84 달란트 비유(25:14-30)는 예수의 부재에도 신실하도록 용기를 

주고, 그런 삶으로 주인이 언제 온다할 지라도 기꺼이 만날 준비를 하

게 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동료들을 돌보고 세상에서 예수의 사명을 지

속할 책임을 강조한다.85

인자의 심판(마 25:31-46)은 보편적이며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자

이자 왕으로서 예수의 파루시아를 언급하는 내러티브의 절정이다. 인자

는 왕으로서 양과 염소 그룹에게 말한다.86 양은 제자들과 마태의 청중

83 Darrell L. Bock, “The Kingdom of God in New Testament 
Theology: The Battle, The Christ, The Spirit-Bearer, and Returning 
Son,” in Looking Into the Future: Evangelical Studies in Eschatology, 

ed. David W. Baker (Grand Rapids: Zondervan, 1999), 239.

84 Davies, Matthew, 171; Blomberg, ｢비유해석학｣, 249는 이 비유의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하나님은 신랑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지체하신 다음에 오실 것이다. 둘째, 지혜로운 처녀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들은 그와 같은 지체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어리석은 처녀처럼 제대로 준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이 없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85 Davies, Matthew, 173; Blomberg, ｢비유해석학｣, 280은 이 비유의 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명시적으로 거
부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형벌. 둘째, 분명히 순종하는 종들이 주인의 복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 노릇을 해야 할 필요성. 셋째, 하나님의 모
든 것에 대한 주권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활동하셨지만, 그의 완전한 통

치는 미래의 정복 때에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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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나라, 곧 하늘나라를 차지하는데,87 필요 중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를 돌봤기 때문이다. 불의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인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곧 연약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

를 섬겼는지 묵인했는지가 그 기준이다. 이러한 강론은 예수의 제자들

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자신의 종말적 나라로 변형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의 삶의 방식을 택하길 권고한다. 경고와 확신은 독자

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88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이 지녀야 할 특성을 무엇인가? 첫

째, 제자들은 인자가 올 때까지 과도기 상태에 있다. 이 사건은 그들 존재

의 목표와 운명을 알려준다. 둘째, 예수는 제자들이 연약해서 쉽게 탈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24:4-8, 15-28). 그는 박해의 힘으로 인해 

제자들이 배반하고 증오하고 사랑이 식어 공동체를 약화시킬 것도 알

고 있다(24:9-12). 셋째, 그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한다

(24:13). 넷째, 제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지속해야 한

다(24:14). 다섯째, 제자들은 인자가 올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에 주의

하고 경계해야 한다(24:42-44; 25:1-13). 여섯째, 지혜롭고 신실한 제

자들은 끝까지 섬긴다(24:45-51; 25:14-30). 일곱째,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86 John Paul Heil, “The Double Meaning of the Narrative of 
Universal Judgement in Matthew 25:31-46,” New Testament Studies 69 
(1998): 5. 6쪽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2:2)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에 들어간(21:5) 예수가 바로 이 왕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하여, 이전 비유에서 
하늘나라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18:23; 22:2), 보편적 심판의 이 절정적 

장면에서 예수는 그의 아버지 나라의 왕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87 Heil, “Double Meaning of the Narrative on Universal Judgement in 
Matthew 25:31-46,” 6에 따르면,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으며(5:1-2),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다(5:5). 
땅은 하늘나라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이름을 위해 집과 가정 그리고 
재산을 버린 모든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했다(19:29). 여기서 영생은 하늘나
라를 나타낸다.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알려졌다(13:11). 이 신비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13:35). 

88 Davies, Matthew, 174-75; Edwin D. Freed, The New Testament: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Wadsworth, Inc., 198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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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자를 입히고, 또 병자와 갇힌 자들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한다(25:31-46). 제자들은 이런 섬김을 통해 인자의 임재를 경험한다

(25:40, 45).89 

3. 하늘나라 공동체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 (마 26:3-28:20)

서술자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것으

로 서술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동행했으나 그

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6-27장).90 서술자 마태는 예수의 죽음의 준비를 예수의 예고 그리

고 ‘지도자들의 음모 - 여성의 향유 부음 - 유다의 음모’ 구조로 서술

한다(26:1-16). 서술자는 마태의 예수가 가르침 사역을 마쳤다고 논평

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유월절 죽음을 적극 수용하며 예고한다. 벌써 

네 번째이다. 서술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성전 사건의 

대상자들이며 화 심판과 형벌의 대상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고한

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기에 유월절에 

살해하려는 음모를 유보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정치가들

이다. 

그런데 베다니의 악성 피부병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성이 돌연 등

장하여 식사하고 있는 예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를 붓는다. 예수께

서 반응해야 할 상황이나 오히려 제자들이 분을 내며 그 여성을 책망

한다. 그 엄청난 금액을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자는 

생각에서 이다. 그러나 마태의 예수는 그 여성에 화내며 책망하는 제자

들을 책망한다. 그리고 그 여성이 한 일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으

로 높이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제자들과 독자들에게 인자의 죽

음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해서 적극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데 가룟 사람 유다는 돈을 목적으로, 속임수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89 Carter, Matthew, 252;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32.

90 Carter, Matthew, 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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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는 장본인들과 배반밀약을 체결한다. 돈을 먹은 유다는 예수를 넘

겨주는 일에 골몰한다.

서술자 마태는 마지막 만찬(26:17-30)을 예언/성취의 견지에서 다

룸으로, 예수가 자신의 운명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있음을 서술한다. 양

도 그리고 무교병도 언급되지 않는 유월절 식사 중, 예수께서는 한 제

자가 자신을 배반한다는 낯선 말을 한다.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

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을 염려하는 반응을 한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열한 배반’91이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의 목적을 성취하지만, 배반자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남아 있다. 그 장

본인은 바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유다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동

일시하며 축복한 떡을 먹는 제자들은, 예수의 생명과 죽음을 그들 자신

의 것으로 삼아 예수와 함께 살고 죽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92 또

한 대속적 피흘림의 약속도 깨달아, 예수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또 예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데.93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

님이 그의 왕국을 세울 때에 대한 임박한 미래를 기쁨으로 바라다보

며,94 고난의 현장으로 성큼 다가간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

지막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구원 기념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예비적인 기념’95을 치루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에 낙망적96인 예고와 거절의 연결은 예수

가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의 도주를 예고할 때도 계속된다(31-35절). 

제자들의 충성 서약은, 그들의 이전의 변덕을 고려하면 헛된 것에 불과

하다. 서술자 마태는 예수가 직면할 고난과 죽음의 문명에 대한 수용/

91 Davies, Matthew, 181.

92 Davies, Matthew, 182.

93 Davies, Matthew, 182.

94 Davies, Matthew, 184.

95 유상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382; 참고.,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45은 새 언약을 ‘하나님’과 예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새로이 구성된 백성’ 간에 맺는 언약으로 설명한다.

96 Davies, Matthew,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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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주제를 사용해 겟세마네의 장면(26:36-46)에서 세 차례나 반복되

는 예수의 기도에 관심을 둔다. 제자들의 실패 및 오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전의 결단에 일치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다.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포용한다.97 예고대로 유다

는 예수를 배반해 죄인들에게 넘겨주고(26:47-50), 그때 한 제자가 칼

을 꺼내들고서 저항하는데 이런 행동은 예수의 가르침과 비폭력적 저

항(5:38-21)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의 죽음(16:21)을 이해하

지 못한 모습이다. 예수가 예고했듯이 제자들은 모두 도망친다(26:56

).98

서술자 마태는 예수에게 닥친 운명적 사건을 기술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는 뜰 안에(26:57-68)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26:69-75) 자리하게 

설정한다. 끝장의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은 죄인들, 곧 무장한 하수들, 

대제사장 가야바,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 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

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 증거를 근거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종교적 심문을 한다. 예수께서는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침묵한

다. 생각해보면, “거짓 증거는 역설적으로 예배의 새 중심의 기초로 예

수님의 자발적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다.”99 종교적 심문을 받는 예수

께서는 심문자들인 죄인들에게 종말적 심판을 예고해 반전시킨다. 그러

자 그들은 분개하며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겨야 한

다고 고함친다. 예수께서 뜰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키며 하나님

의 뜻을 따르고 있는 반면, 베드로는 뜰 밖에서 예수와의 관계에서 자

신의 정체를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는데, 예고대로 세 차례나 부인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세 차례 부인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

고, 베드로는 방성통곡한다. 유대 지도자 공회는 새벽에 가서야 결국 

예수를 죽이기도 결의한다. 손수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

긴다. 유다는 은전 서른 닢에 예수를 판 일에 양심에 가책을 받아, 스

스로 목숨을 끊는다(27:3-10). 예수의 무죄함, 유다의 무기력, 그리고 

97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5.

98 Carter, Matthew, 252-53.

99 Lowery, “마태복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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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지도자들의 자기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진다. 

빌라도의 정치적 심문(27:11-14), 곧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가?”(Su. ei= ò basileu.j tw/n VIoudai,wnÈ)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Su. le,geij))라고 얼버무리기하고 침묵으로 대한다. 서사

의 간결함, 고소의 애매함, 예수의 침묵적 수용, 선고의 부재 등은 빌

라도가 예수를 메시아적 선동자로 십자가형을 내려야 했다는 사실을 

감춘다.100 빌라도가 예수 대신 바라바를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은 

그가 무력한 통치자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독자는 오히려 유대 지도자

들을 ‘정죄’101한다. 마태 내러티브에서 수용와 거절의 주제, 곧 예수께

서 하나님의 뜻을 고난받고 비방 당할 때 자신의 겸손과 고난을 수용

하나 유대지도자들은 거절하는 절정이다.102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도 

예수는 자신을 구원함으로 아들됨을 입증하라는 지도자들과 군중의 비

방을 받아도(27:41-43),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27:50).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기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데,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03을 상징한다. 

예수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거절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수의 죽음 후에도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절로 일관된 사건 속에서도 예수를 수용한 인물들이 있다. 로마의 백

부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27:54).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을 목격한 여인들도 있다(27:55).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에게 묘

실을 제공한다(27:57 이하). 

이제, 마태의 예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물음

이 일 수 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의 목적이고 승리

인가? 예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인가? 살리심을 받을 것이

라는 예수의 예고는 실현될 것인가? 예수의 부활은 플롯을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새로운 미래로 향하게 하는 분기점이다. 예수의 죽음은 하

100 Davies, Matthew, 193.

101 Davies, Matthew, 195.

102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156-58.

103 양용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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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계획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도 아니고, 예수의 사명을 무

(無)로 만들지도 못한다. 자신의 죽음 예고처럼, 부활 예고도 정확하

다.104

서술자 마태는 예수의 부활 사실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에도 초점을 맞추며 내러티브를 서술한다(28:1-20). 두 여성

이 긴장하며 무덤을 찾을 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 곧 

큰 지진과 천사 출현이 있었다. 여기서 천사의 출현은 ‘과거 사건을 종

말적 실재로 해석하기 위함이다.’105 그런데 외부인인 파수병들은 하나

님의 대응 활동에 두려워 떨었다. 그렇다. 예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

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한다. 사탄의 세력에 속한 지도층의 인물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행했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

섭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

의 승리를 나타낸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영적 회복을 촉구한다. 

부활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의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다. 그러나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종교지도자들은 더 깊은 영적 흑암 

속으로 빠져간다. 부활의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권세를 부여한

다. 

나가는 말

본 연구자는 서술 층위에서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늘나라에 대해 

내포독자가 반응으로 보일 인식이나 행동의 결단으로 정의되는 내러티

브 사건을 중심으로 마태의 내러티브를 분석했다. 첫째, “서언: 하늘나

라의 여명(1:1-4:11)”에서, 내포독자가 하늘나라가 예수의 구속 사역

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종국적으로 성취될 것이

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순종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단한다

고 분석했다. 둘째,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에 확장”(4:12-11:1)에서, 내

104 Carter, Matthew, 171.

105 Davies, Matthew,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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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독자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예수의 하늘나라 선포 사역에 헌신

하여 그것의 실현을 기대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제자로서 사랑에 

기초한 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히 이스

라엘에게 하늘나라 자비를 제시하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도록 촉구

한다고 분석했다. 셋째, “하늘나라 도래에 대한 반응에 따른 결

과”(11:2-16:12)에서, 내포독자가 하늘나라의 임재와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어떤 위협이 있더

라도 충성하는 의로운 율법학자라고 분석했다. 넷째, “하늘나라를 실현

할 교회 공동체 세우기”(16:13-20:34)에서, 내포독자가 하늘나라 공동

체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데, 특별히 하늘나라 공동체의 

희생적 섬김과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리고 승리하

기 위해서 우선 하늘나라 공동체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하

나님의 관점에 따르는 대안적 삶을 사는데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다섯

째, “거절과 설욕을 통한 하늘나라 실현”(21:1-28:20)에서, 내포독자가 

하늘나라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대신에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한다고 분석했

다. 이제 내포독자는 하늘나라 확장 및 실현에 능동적이며 헌신적인 제

자가 돼 제자도의 길을 떠난다.106

106 참고., Carter, Matthew,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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