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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사용된 ‘침례’는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로 표현함을 밝혀둡니다-편집자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예수님의 소명’을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대

상으로 한 하나님의 소명 혹은 부르심’이다. 이것을 질문형으로 표현하면, ‘예수

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이다. 소명의 주

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서 ‘저자’가 하나님을 복음서 내러티브 사건에 명

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등장시키는 본문 중 서론적인 ‘부름 내러티브 사건’

(막 1:1~15)을 근거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한다. 

마가복음의 장르가 “역사의 사실에 근거하고, 평가적 관점을 지닌 서사적 설

교”이기에,1 ‘저자’가 화자의 구술을 통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

심을 어떤 서술 기법으로 이야기해 ‘독자’를 설득하는지를 서사적으로 읽겠다.2 

예수님의 소명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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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자기 이해에 대한 역사-비판적 해석3보다는 부름 내러티브 사건에 대

한 서사적 읽기가, 그리스도인 각자가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님의 소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

활에 박차를 가하도록 설득하는 설교 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

1. 성령으로 침례 주기(막 1:1~8)

마가복음의 화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일에 초점

을 두며 이야기를 시작한다(1:1,   jArch; tou' eujaggelivou  jIhsou' Cristou'아르케 투 유앙겔리

우 예수 크리스투). 화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특정의 직무를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인물을 지칭한다. 독자는 화자의 표

제적 처음 정보를 신뢰하며 이어지는 내러티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전

하신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복음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실지를 기대하

며 귀 기울여 듣는다. 또한 독자는 저자가 요구하는 영적 반응을 하는 제자가 

될 준비를 한다.

화자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대표로 하고 말라기의 예언을 포함해, 하나

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할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인데, 그는 앞으로 올 인물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회개의 반

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성격상 공동

체적이었다. 다시 말해 그의 침례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일부

가 되는 신앙 공동체의 의식이었다[Robert H. Stein, 「메시아 예수」, 황영철 옮김 (서울: IVP, 

2001), 108]. 

또 다른 한 분은 요한의 소개로 등장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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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시다(막 1:8, baptivsei uJma'"  ejn pneuvmati aJgivw/밥티세이 휘마스 엔 프뉴마티 하기오). 예수

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 표시로 물 침례를 받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독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침례’의 대상이 요한의 메시지에 영적으로 이미 반응한 사람들인 점

에 기초해, ‘성령으로 침례’를 그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사역으로 이해한

다.4 이런 면에서 성령으로의 침례는 이스라엘의 종말적 희망이었다. 즉 오실 

분은 새로운 시대를 열며 이스라엘의 희망을 실현하시는 메시아이시다.5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침례자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위대한 사역을 하실 분이시다. 능력과 권위에서 요한과는 비교를 허

락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명을 수행해, 청중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시

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내러티브가 전개되면서 그 모습과 특징이 드러날 것

이다.

2.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막 1:9~11)

화자는 독자가 고대하는 주인공이 침례자 요한이 사역하는 현장인 요단 강

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고 보고하는데, 그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

이시다. 유대인의 심장이며 거룩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북쪽 변방에 위치한 나사렛일까? 요한의 사역도 그

렇고 예수님의 출신지도 그렇고, 둘 다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화자는 인상적으

로 기억한다.6 

계속해서 화자는 침례 내러티브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고함으로, 

독자가 인간이신 예수님과의 보다 친숙한 관계를 느끼게 한다.7 화자는 물과 

하늘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침례에는 가시적 사건과 청각적 사건이 수반됐

다고 보고한다. ‘하늘의 찢김 모티프’(scivzw스키조)
8를 사용해 사건을 극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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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재현하고,9 그 영(to; pneu'ma토 프뉴마)이 하늘로

부터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다고 보고한다. 또

한 하늘들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보고한다. 화자의 보고에 포함된 세 가지 현상

의 공통점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하늘들(oujranouv"우라누스)과 관련됨

이다. 독자는 이것을 일종의 완곡어법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인식한다. 화자의 보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

아(the Messiah)라는 암시적 논평인 듯하다(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146.). 

유대적 배경에서 이런 장면은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의 개시’를 의미하며, 예

수님이 ‘그 통치의 착수자’라고 제시한다. 화자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는 순

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다른 존재가 아닌 예수님이 보셨다고 보고한다. 하늘의 

열림은 은혜의 때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다.10 그리고 그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

님에게 임했다는 보고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위한 능력의 부여가 아주 분명

한 가시적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Edwards, “The Baptism of Jesus according to the 

Gospel of Mark,” 47), 전달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자와 좋은 소식을 지닌 분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이며 메시아 직무 

수행을 위함이다[M. M. B. Turner, “성령”, 「예수 복음서 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2003), 587]. 또한 

하늘로부터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완곡하게 소개된 하나님은 서사에 직접 

참여해 발화하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로 인해 기뻐했다”

(Su; ei\ oJ uiJov" mou oJ ajgaphtov" ejn soi; eujdovkhsa쉬 에이 호 휘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엔 소이 유도케

사).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그것도 예수님께 아주 친밀하

게 직접 말씀하심은 인상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독특한 관계는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

의 권위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대리자 그리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임을 의미한다.11 당시 유대 용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 특히 하나님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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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해서 능력을 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

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왕들(시 2, 45, 72편)이나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이

상적인 지도자(사 9:6~7)를 일컬을 때 이 용어를 썼다.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상에 실현시키라는 소

명을 반영한다[Howard Clark Kee, 「신약성서의 이해」, 서중석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49]. 

예수님의 침례는 그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새로운 착수

자(new broker),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임재를 선포하는 대리자로서 재가를 뜻한

다.12 하나님의 발화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예

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선언한다. 하나님의 소명적 발화

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대한 규범으로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제시할 예수

님의 정체에 대한 이해의 진위 혹은 그 정도를 판단할 기준이다.13 

3.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막 1:12~13)

화자는 예수님께 임한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그곳에

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받았다고 보고한다. 그 시험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으로 보고하지 않으나, 병행 구절을 근거로 추론하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예

수님의 충성심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을 게다.14 하여튼 화자는 사탄과의 대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해 말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악의 다

스림 간의 첫 번째 대결 사건이다.15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해하게 하며, 독자가 이런 영적 배경에서 내러티브를 읽게 한다. 

그러나 40일 간의 인내, 들짐승과 함께 지냄, 천사들의 수종 등에 대한 화자

의 보고는, 사탄의 첫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16 사

역 전체에서도 승리를 예견한다. 예수님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곧 사탄, 야생 동물들, 천사들까지 포함해 그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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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스림을 착수해 실현하는 하나님 아들-메시아이시다.17 

독자는 이 보고를 토대로 예수님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이 어떠할 

지를 감지한다. 곧 사탄을 결박하며 구원의 종말적 시대를 연다(3:27, Kingsbury, 

Conflict in Mark, 35.). 독자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종말적 다스림을 

수행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종말적 사명”으로 이

해한다(김광모, 앞의 책, 149.).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 (God’s special 

representative)로서 이 사명을 수행하실 것이다.18

4.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막 1:14~15)

화자가 ‘넘겨짐’의 모티프19를 사용해서 요한을 퇴장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즉시 등장했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자, 독자는 이제 ‘준비의 때’

에서 ‘성취의 때’로의 극적 전환을 인식한다.20 갈릴리에 극적으로 등장한 예수

님은 간략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khruvsswn to; eujaggevlion tou' 

qeou'케뤼손 토 유앙겔리온 투 쎄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래에 관한 이중의 

선언과 그에 상응하는 이중의 윤리로, 사실상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네 가

지 요소다(1:14~15). 즉,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번역은 필자가 완료시상인 ‘페플레로타이’(peplhvrwtai)와  

‘엥기켄’(h[ggiken)의 의미와 용법을 토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적 국면을 강

조한 것이다.21 

예수님의 요약적 선포에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

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hJ basileiva tou' qeou'헤 바실레이아 투 쎄오)는 공간적이기보

다는 보다 역동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활동과 그것의 지속성을 의미

한다(Malbon, “Narrative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103).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예

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구약성경의 약속들은 물론이고 유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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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사상과 연속성을 지녔다. 하지만 중요 국면에서는 차별성을 두었다. 예

를 들면, 그것은 지상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했고, 그 범위

는 유대 국가에 국한되기보다는 보편적이었고, 모호한 미래적 희망이기보다는 

그 자신의 인격과 사명에 밀접하게 연결된 채로 임박하게 그 안에 임재한 것이

었다.22 그렇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임재를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의 수행자, 즉 메시아이시다.23 

독자는, 화자가 서술한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부름 내러티브 사건’(막 1:1~15)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네 가지로 정리하며 기억

한다. 첫째, 성령으로 침례 주기(1~8절), 둘째,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9~11

절), 셋째,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12~13절), 넷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

(14~15절)이다. 

 

예수님의 소명 설교하기

설교자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이해해,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이신 예

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도(discipleship)

를 실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설교자가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마가복

음의 서론적인 ‘부름 내러티브 사건’(막 1:1~15)을 강해 설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점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우선적으로, 설교자는 청중이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강해한

다. 필자가 내러티브 읽기로 예수님의 사명을 네 가지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

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성령으로 침례 주기, 둘째,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셋째,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넷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이다. 

다음으로, 설교자는 청중이 예수님의 사명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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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보자. 

• 성령으로 침례 주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직

시하는 통찰력을 가집시다.”

•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사탄의 방해

가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 “회개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을 경험하며 또한 확장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소명을 자기화

(identification)하도록 설득하는 설교 사역으로, 그리고 청중은 소명의 자기화는 

물론이며 실천하는 영성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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