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마가복음서의 기독론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서술자의 인물구성에 입각한 내포독자의 메시아 상 재구성 , “ : 과정 분석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을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서의 기독론을 ” (Ph.D diss., , 2002)이해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 숫자【 】은 필자의 학위논문 쪽수를 나타낸다.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연구 방법론 기독론문제  역사  문학1【 】기독론 연구는 사색적 형태의 역사 비평적 접근을 채택하느냐 혹은 묘사적(speculative) - , 형태의 신 문학비평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성서(descriptive) ( )- . 학회 의 마가복음 세미나 의 성과가 년에 쎄메이아(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 1974 ｢ ｣잡지를 통해 발표됨으로 인해 마가복음서에 대한 해석학적 대전환이 사실상 이뤄진 (Semeia) ,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역사 비평적 연구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으로 다른 . - , 한편으로는 문학비평의 요구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자의 방법론. 과 그 논제들 및 결과들을 검토함으로 그것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안책으로서 서사비평적 , 기독론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기독론 문제 제 성전기 유대주의 말기에2 (Judaisms) ,1 나사렛 예수 는 갈릴 (Jesus Nazareth) 2【 】리를 중심으로 유대주의와 갈등 혹은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 운동 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 .2 당시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심지어  그의 제자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마저도 기독론적 질문을 제기했을 것이다.3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제자 , 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Umei/j de. ti,na me le,gete 

ei=nai; 막 마 눅 고 질문한다 8:27-30; cf. 16:13-20; 9:18-21) .4 담론화된 이야 ‘1 Lester 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Minneapolis: SCM Press, 1992), 465; James D. G. Dunn, Christology, vol. 1, The Christ and The Spirit: Collected Essays of James D. G. Dunn 는 이 시기를 메시아 예언자 추앙 받는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1998), 3 , , 영웅 천사장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재적 혹은 구속적 인물을 기대하던 , , 때로 말한다.2 Mark Allan Powell, Fortress Introduction to the Gospe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은 일반화된 용어 하나님의 나라 보다는 그 어구의 역동적 개념을 살1998), 50-51 “ ”(Kingdom of God)려서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 를 선호한다 후자는 하나님이 미래적 사“ ”(the Reign or Rule of God) . 건들을 포함해서 현재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현상을 언급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 제한되지 않는 활동적 실재 를 의미한다(active reality) ; William R. Herzog II, Jesus, Justice, and the Reign of God 는 이 표현이 종말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65 ‘적 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종말적 이 이스라엘의 지속과 관련하여 한 막이 끝’(eschatological) , ‘ ’나고 동일한 이야기의 또 다른 막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3 L. W. Hurtado, “New Testament Christology: Retrospect and Prospect,” in Christology and Exegesis: New Approach, Semeia, vol. 30 (1985), 15; Reginald H. Fuller and Pheme Perkins, Who Is This Christ?: Gospel Christology and Contemporary Faith (Philadelphia: 은 기독론 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예수의 역사적 출현과 처음 Fortress Press, 1983), 10 ‘ ’제자들의 부활 경험에서 그의 영향으로 정의되는 예수 사상 에 대한 인간적 ‘ ( )’(Jesus phenomenon)事象고찰과 반응으로 정의한다 역시 예수와 그의 의미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 Dunn, Christology, vii, 3-4 인들의 견해로 정의한다.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기 로 정의되는 서사 인 마가복음서의 경우’(story-as-discourse) (narrative) ,5 3【 】내포저자(implied author)6 혹은 서술자 (narrator)7는 하나님의 아들“[ ]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 작”(VArch.| tou/ euvaggeli,ou VIhsou/ Cristou/ [uìou/ qeou/] 을 일종의 제명 으로 선언함으로 ) ( )題名내포독자(implied reader)9가 마가의 예수‘ ’(Markan Jesus),10 즉 예수의 정체에 관한 서술자 의 서술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등장인물 로서의 예수에 대. , ‘ ’(character)한 인물구성‘ ’11은 보여주기 혹은 말하기 기법을 통해 제시된다‘ ’(showing) ‘ ’(telling) .12 4 본 논문에서 헬라어 원문에 대한 번역은 연구자의 사역 임을 밝힌다 ( ) .私譯5 서사론 사전 Gerald Prince, (｢ ｣ A Dictionary of Narratology 이기우 김용재 역 서울 민, 1987), ( : ・지사 는 서사란 한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서술자에 의해서 듣는 이에게 전하는 하나 내지 , 1992), 162 “ , , 그 이상의 현실의 혹은 허구의 사건의 보고를 말하며 특히 이런 사건들의 결과와 경과 참여자와 그 행, , 위 구조와 구조화의 보고 라 정의한다 서사학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 ; Gerald Prince, : (｢ ｣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ing of Narrative 최상규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은 , 1982), ( : , 1988), 12, 16현실 또는 허구의 최소한 개 이상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된 것 즉 기호“ 2 , 의 집합 으로 정의한다 이달 문학적 성경읽기 요한복음서의 수난 이야기 문맥에서 본 베드로와 유다” ; , “ : 의 서사적 기능 기독교 문화연구 집 는 서사 이야기 를 서술자와 피서술자 사이에 존재,” , 6 (2001), 52 ‘ ’｢ ｣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전제하면서 시작 중간 끝 이라는 사건들의 연속이 존재하는 글로 정의한다 이런 , ‘ - - ’ . 글에는 전달되는 내용 으로서의 이야기 와 그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표현 전(what) ‘ ’(story) /달하는 방식 으로서 담화 가 전제된다(how) ‘ ’(discourse) .6 서사적 용어 내포저자 는 내포독자가 마가복음서 전체를 독서 과정에서 형성한 판단 관점 수사학 ‘ ’ , , 적 전략 약속과 실망의 총체를 의미한다 마가의 기독론, . Jack Dean Kingsbury, (｢ ｣ The Christology of Mark's Gospel 김근수 역 서울 나단 쪽의 각주 은 내포저자를 실제저자에 의한 , 1983), ( : , 1994), 43 1문학적 판 인 제 의 자기 라고 부르고 또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역사적 인물인 실제저자‘ ’ ‘ 2 ’(Second Self) , 를 제 복음서 기자 라고 부름으로 양자를 구별한다‘ 2 ’ . 7 R.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은 서사를 서술하고 내포독자에게 말을 거는 수사학적 수행장(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7치 곧 인간성이 제거된 목소리로 정의한다, .8 표시 는 현존하는 사본들을 자료로 원본을 과학적으로 역추적 하는 본문비평 “[.......]” (textual 과 관련된 논제로 차후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criticism) .9 소설의 수사학 Wayne C. Booth, (｢ ｣ A Rhetoric of Fiction 최재석 이경우 역 서울 한신, 1983), ( : ・문화사 는 내포독자 를 최초 실제독자의 신념체계에 대한 실제저자의 본래의 객관화된 사고, 1987), 204 ‘ ’에 그 기원을 둔 수사학적 구성체 로 정의한다(rhetorical construct) .10 Powell, Fortress Introduction to the Gospels 와 , 52 Donald H. Juel, A Master of Surprise: Mark Interpreted 은 마가의 예수 를 마가복음서가 내포독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92 ‘ ’자로 하여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의도한 초상 즉 예수의 인격과 사역의 영구적인 의의에 관한 , 마가의 독특한 관점이라 말한다; M. M. Jacobs, “Mark's Jesus through the Eyes of Twenties Century New Testament Scholars,” Neotestamentica 은 마가의 기독론, vol. 28, no. 1 (1994), 53 ‘ ’보다는 마가의 예수 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기독론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고 최근 기독론 견해 예‘ ’ , , , 를 들면 교사로서 예수 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Jesus as teacher) .11 소설의 이해 E. M. Forster, (｢ ｣ Aspects of the Novel 이성호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27), ( : , 은 스토리의 전개에서 이어질 행동의 주체인 등장인물을 저자가 이름과 성을 부여하고 그럴1975), 50 “ , 듯한 몸짓을 시키고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말을 시키고 전후가 맞는 행동을 하도록 창조한 단어들이다, , ”고 정의한다 소설의 현대시학;  Shlomith Rimmon-Kenan, (｢ ｣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서울 예림기획 은 스토리에서 등장인물은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 1983), ( : , 1999), 68 “있는 여러 암시로부터 내포독자가 결합한 구성물이다 고 정의한다 서사론 사전 은 등” ; Prince, , 39, 41｢ ｣장인물을 인간적인 특성이 부여되고 인간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존재자 혹은 인간적인 속성을 “ , (existent) 가진 행위자 로 말하고 인물구성 인물조형 성격부여를 등장인물의 특성을 직접 진술하거나 추리(actor)” , /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등장인물의 구축에 관한 일련의 기법이라고 말한다;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the Reader and the Rhetoric of Characterization in Luke-Acts, Literary Current in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후주 은 등장인물을 문학작품에서의 어떤 인물 혹은 집단으로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인물1992), 173, 1 , 구성을 그런 인물들이 형성되고 묘사되고 그리고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 ;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물구성은 공간적 시간적 측면에서는 행, 7 , - ‘동 을 어법적 측면에서는 대화 를 심리적 측면에서는 사상 을 그리고 이념적 측면에서는 신념과 가’ , ‘ ’ , ‘ ’ , ‘치 를 가리킨다’ ; Joel F.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Minor Characters as Major Figures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4【 】 가 마가의 기독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몇 가지 이슈들에 주목할 William R. Telford필요가 있다 첫째 서술자는 예수를 다양한 초상 으로 서술한다 예를 들면 예. , ( , images) . , 肖像수는 권위 있는 교사 카리스마적 예언자 그리고 대중적인 치유자 및 ‘ ’(1:21-22), ‘ ’(8:27-28), ‘ ’ 귀신 축출자 로 서술된다 그는 나사렛 사람 선생 랍비 혹은 ‘ ’(1:32-34) . ‘ ’(10:47), ‘ ’(4:38), ‘ ’(9:5), 주 로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로 환호 받고 다윗의 자손 으로 ‘ ’(7:27) . ‘ ’(1:24) , ‘ ’(10:47)인사 받고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로 고백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인, ‘ ’(8:29) ‘ ’(15:39) . ‘자 로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종의 역할로 정의한다’ (10:45).13 이런 다양한  5【 】초상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마가의 견해 유대인 기독인들의 견해 그리고 이방인 기독인들의 견해간의 관계, , , 가 서로 달라 보이거나 모순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14 따라서 이런 초상들이 예수의  정체 와 운명 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identity) (destiny) .15 둘째 연구 방법론에 따라 마가의 기독론에 대한 입장이 획일적 다양적 혹은 없을 수도 있, , , 을 것이다 예수에게 돌려진 속성들 혹은 칭호들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역사 비평적 . -연구에 의존하여 그런 것들을 종합한 결과가 마가의 기독론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 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초상들을 보다 세심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중요도 빈도와 위치 사용: , , 자 전승의 수용 혹은 변경 적절성 영향 등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 는 년에 , , , . , E. Trocmé 1973복음서저자가 다양한 초상들을 수집해 놓았을 뿐이지 그 자신의 기독론적 견해를 제시하지 ,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신 문학적 접근은 전 마가 전승에 대한 가설적인 . - -재구성의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마가복음서 자체에서의 서사적 기독론을 제시하려는 경향을 , 보인다.16 6【 】셋째 마가의 기독론에 대한 지배적인 연구방법론은 저자가 예수에게 붙이고 있는 칭호들, in Mark's Gosp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2 은 인물구성은 특정 등장인물의 기질을 진술하거나 제시하는 서사적 (Sheffield: JSOT Press 1994), 60 “텍스트에서의 요소들이다 고 정의한다” . 12 David Rhoads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103; Leander E. Keck,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What, then, Is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Who Do You Say that I Am?: Essays on Christology, eds., Powell, M. Allan and Bauer, David 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86; Tom Thacher, “Jesus, Judas, and Peter: Character by Contrast in the Fourth Gospel,” Bibliotheca Sacra 은 말하기와 보여주기 기법을 사, vol. 153 (1996), 435-48용해서 제 복음서에서의 예수 유다 그리고 베드로간의 대조의 기질을 연구한다4 , , .13 William R. Telford, “Introduction: The Gospel of Mark,” in The Interpretation of Mark, ed. William R. Telfor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London: SPCK, 1985), 30.14 은 예수의 초상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요약한다 능력 있는 기적 수행자 혹은  Ibid., 6 : 귀신 축출자 기적에 의해서 그의 케뤼그마의 권위를 인정받은 복음의 교사 예언자(J. M. Robinson); / (E. 새로운 모세 약속된 유대주의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Schweizer); (J. A. Ziesler); (W. Wrede); 의 현현(K. Kertelge); William R. Telford,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Cambridge: 은 그 전승들에 관해 간략하게 말한다 일부는 역사적 근저를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1 :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사 예언자 혹은 치유자로서 예수 일부는 초기 유대적 기독교 전승( , ), -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메시아 묵시적 인자 왕의 다윗 자손 혹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또 ( , , , ), 다른 일부는 헬라주의 유대인 혹은 이방인 기독교 안에서 보다 넓게 유통된 예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 하나님의 아들 신적 인간 으로서 예수( , , ‘ - ’ ). 15 Dan Via, Kerygma and Comedy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100.16 Telford,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Mark, 32.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뿐 아니라 그것들간의 서열을 결정하려고 노력했다, . 혹은 기적 논쟁 비유 및 종말강화 그리고 수난사화의 전체적 관계와 역할에 관심을 둔다, , , .17 이런 연구의 관심을 반영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예수를 기본적으로 인자 혹은 : ‘ ,’ 하나님의 아들 로 이해했는가 이 두 칭호들은 메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칭호들과는 어떤 관‘ ’ ? 계인가 저자는 이런 칭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저자는 예수를 왕족 다윗의 후손인 하나? ? ‘님의 아들 로 보았는가 아니면 헬라 계통의 신적 인간 으로 보았는가’ , ‘ ’ ?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마가복음서에 기독론이 존재하는가 존, . “ , 재한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적절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기독론이 어떤 것인가 를 질문하고 ?” “ ?”연구하는 신학적 혹은 종교사적 관점 인가 그것이 왜 그런가 를 질문하고 연구하는 역사‘ ’ ? “ ?” ‘적 관점 인가 아니면 어떻게 나타나거나 강조되는가 를 질문하고 연구하는 문학적 관점인’ ? “ ?”가?18 2. 역사 비평적 기독론 연구-       진화적 모델에 기대고 있는 역사 비평적 연구는 사상과 표현의 병행구절이 성서 이해에 서-광을 비췬다는 전제하에 성서 외적 자료들을 근거로 각 저자, , 7【 】본문 혹은 사상이 본래의 역, 사적 위치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초기 기독교 사상사를 재구성하려 한다.19 그 결과 한편으로 는 마가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서를 근, 거로 신뢰할 수 있는 예수 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20 결국에는  Martin 가 제기한 역사적 예수 와 신앙의 그리스도 간의 Kähler ‘ ’(historical Jesus) ‘ ’(dogmatic Christ)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21 이 방법론이 마가복음서의 기독론에 대해 제기한  논제들과 견해들을 개관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1) 은닉 모티프‘ ’(secret motif) 17 마가복음신학 Telford, “Introduction: The Gospel of Mark,” 16; Frank J. Matera, (｢ ｣ What Are They Saying about Mark? 류호영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 , 1995), 32.18 권종선 마가복음의 서사적 기독론 복음과 실천 집  , “ ,” , 27 (2000), 143; Jacques Dupuis, S.J., ｢ ｣Who Do You Say I Am?: Introduction to Christology 은  (New York: Orbis Books, 1994), 15-31기독론 연구의 범주를 성서적 기독론 과 신학적 기독론“ ”(Biblical Christology) “ ”(Theological 로 나누고 전자에 속하는 접근들에는 역사 비평적 접근 실존론적 접근 칭호를 통한 기독Christology) , - , , 론적 접근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들로는 비판 교리적 접근 구속사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해방 , - , , , 기독론적 접근 여성 해방적 접근 비교 종교적 접근 등이 있다고 한다, , ; Paul N. Anderson, The Christology of the Fourth Gospel: Its Unity and Disunity in the Light of John 6 (Valley 은 최근의 기독론 연구 방법론을 다섯 가지의 주요 Fe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17-18부류로 나누었다 종합적 개관 본문 중심의 접근 신학적 기독론적 접근 문학적 기독론적 접근 그리고 : , - , - , - , 역사적 기독론적 접근- .19 Keck,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187-8; Norman R. Petersen, Literary Criticism for New Testament Critics 는 진화적 모델에는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2적어도 네 요소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첫째 발전하는 어떤 것 둘째 그 발전의 순차적 단계들 셋: , ; , ; 째 그 발전에 내재하고 동기가 된 원동력 넷째 적응하여 발전하는 것과 관련한 환경, ; , . 20 Larry Chouinard, “Gospel Christology: A Study of Methodolog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Method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65.21 James D. G. Dunn, “Interpreting New Testament Christology,” vol. 1, The Christ and The Spirit: Collected Essays of James D. G. Dunn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1998), 50.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종교사학파 의 개척자로 불리는 는 메시“ ”(History of Religion Approach) William Wrede ｢아 은닉 에서 마가의 예수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서술(The Messianic Secret, 1901) , ｣된 것이 부활 사건 이후의 신학적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은 예수의 함구령. James S. Hanson , 즉 은닉 모티프 가 전승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저자가 고안한 문학기법인지의 이슈가 사‘ ’ , 실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문제를 현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한다.22 메시아 은닉  이론의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23 거부 혹은 수용의 반응은 대단했다 특히  . 8【 】R. Bultmann, 을 위시한 양식비평가들의 수용적 반응은 다양한 기독론적 입장M. Dibelius, K. L. Schmidt들을 개진시킨 결과를 낳았다.24 는 년에 기적들과 관련된 함구령 과 귀신  Uirich Luz 1965 ‘ ’ ‘및 가이샤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함구령 을 구분했다 전자는 자주 지켜지’ . 지 않으면서 기적 수행자로서 예수의 영광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의 정체와 관련된 후자는 잘 - , 지켜지면서 예수의 메시아됨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25 은 년에 예수의 인격이나 신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Heikki Räisänen 1976도라는 사실이 은닉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런 은닉의 근원이 바로 마가라고 했다, .26정리하자면 양식비평가들은 메시아 은닉을 중심으로 한 기독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텍스트 , 배후에 있었을 사건에 근거하고자 했지 텍스트 자체의 표면적 표현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 았다 따라서 복음서저자의 신학적 그리고 수사학적 성취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을 평가하지 . 못했다.27 사실 메시아 은닉은  , 9【 】텍스트에 있지 않고 텍스트를 읽는 경험에 있다 메시아의 . 은닉은 내포독자가 서술자의 담론이 보여주는 간접적인 수사적 전략을 대했을 때 발생하는 경험의 다양성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28 헬라적 신적 인간 기독론‘ ’ (Jesus as the Divine Man)마가 공동체 구성원 중의 일부가 예수를 신적 인간‘ ’(qei/oj avnh,r 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22 James S. Hanson, The Endangered Promises: Conflict in Mark, no. 171,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5.23 Powell, Fortress Introduction to the Gospels 은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자료 및 양식비, 53 : , 평의 지속적 연구는 초기 교회에서 기독론적 사상들의 성장이 브레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둘째 브레데는 불필요하게 마가를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또 마가가 그의 ; , , 기사의 역사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깊은 관심을 두었다는 그의 가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24 Christopher Tuckett, “Introduction: The Problem of the Messianic Secret,” in The Messianic Secret, ed. Chrisopher Tucket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London: SPCK, 은 다음처럼 요약하고 있다 헬라적 기적 전승과 고난 전승간의 은닉 계시 의 변증적 구도1983), 10-7 : ‘ - ’마가복음서저자로부터의 은닉 기원 예수의 영광을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M. Dibelius); (R. Bultmann); 문학적 장치로서 은닉 암시적 기독론으로서 은닉 예수에게서 기인(H. J. Ebeling); (Schniewind, 1963); 한 은닉 모티프가 복음서저자에 의해서 인자 은닉 발전 랍비 문헌의 인자 칭호에서 은닉 ‘ ’ (Lohmeyer); 모티프 기원 기독론적 정보를 통제하는 은닉 기독론 신학적 (Sjöberg, 1955); (H. Conzelmann, 1968); 핵심으로서 은닉(E. Schweizer).25 Ulrich Luz, “The Secrecy Motif and the Marcan Christology,” in The Messianic Secret, ed. Chrisopher Tucket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London: SPCK, 1983 [1965]), 86.26 Heikkir Räisänen, The 'Messianic Secret' in Mark, tr. Christopher Tuckett (Edinburg: T 을 참고하시오& T Clark, 1990) .27 Hanson, The Endangered Promises, 17.28 Robert M. Fowler,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156.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하여 기적의 능력과 초인간적 지혜를 향유한 하나님의 아들 로 칭송했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 ’ . 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영광의 신학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고난과는 무관하고 도리어 ‘ ’ , 기적의 능력과 지혜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29 는 이런 이해가 년 Jack Dean Kingsbury 1950대 후반부터 설득력을 잃고 약화된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헬라적 신적 인간 의 . ‘ ’개념을 주장한 종교사적 방법론에 문제점들이 있었고,30 둘째는 마가복음서의 신적 인간 기독 론이 바울이나 요한의 기독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셋째는 , qei/oj avnh,r 신적 인(간 의 개념이 세기에 고정적 혹은 일반적 의미에서 종교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의문시) 1되었다 또한 신적 인간의 개념을 유대교의 . 10【 】전승 삼하 시 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 7; 2)지만 역시 설득력이 빈약하다, .31교정 기독론(corrective christology)편집비평‘ ’(Redaction Criticism)32은 영광의 신학 과 십자가의 신학 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 ‘ ’를 밝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과 인자 칭호들간의 긴장 혹은 갈등의 관계를 집중적으, ‘ ’ ‘ ’ 로 논의한다.33 년간에 북미 신학자들은 교정 기독론 곧 신적 인간의 개념을 포함 1960-70 ‘ ,’ 해서 메시아 칭호가 민족적 정치적 왕으로서의 색채를 지닌 불완전한 것이기에 십자가 신학‘ ’ , 에 기초한 인자‘ ’(o ̀ uiò.j tou/ avnqrw,pou 칭호가 앞서 제시한 두 칭호들을 수정 혹은 재해) ‘ ’ ‘석 하거나 바른 의미 를 제공한다고 추론하는 견해를 지지했다’ ‘ ’ .34 은 마가복음서에서의  Perrin주요 칭호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 간의 상호관계를 두고 그리스도 , ‘ ,’ ‘ ,’ ‘ ’ , “29 마가복음신학 Matera, , 39; W. R. Telford, “Introduction: The Gospel of Mark,” in ｢ ｣ The Interpretation of Mark, Issues in Religion and Theology, vol. 7 (Philadelphia: Fortress Press, 는 헬라적 배경을 주장한 의 년 견해에 의지해서 예수를 인간의 모습을 취1985), 17 G. P. Wetter 1916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하는 부류(R. Bultmann; W. Marxen; J. Schreiber; S. Schulz; K. 그리고 기적 이야기를 근거로 신적 인간 기독론의 인상을 주장하는 부류Kertelge), (L. E. Keck; P. J. 를 제시한다Achtemeier; N. Perrin) .30 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첫째 영향력 Hurtado, “New Testament Christology,” 19-21 : , 이 비 기독교 집단들과 자료들로부터 기독교 집단들과 자료들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전제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전 기독교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기독교 발생 이후의 단편적인 자료들 세기 것의 구; , - 2 ‘―원자 제의 그리고 영지주의 구속자 신화 까지도 수집했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도 잘못 사용하는 실수- ’ , ―를 했다 셋째 가정한 계보의 평행본문들을 기준 삼아 고대 신념 혹은 관행을 이해하는 오류를 범했다; , .31 마가의 기독론 Kingsbury, , 55-65.｢ ｣32 Norman Perrin, What is Redation Criticism? 의 정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4의에 따르면 편집비평은 수집 배열 편집 그리고 전승 자료의 변경 혹은 초기 기독교의 전승 안에서 , “ , , , 새로운 양식의 고안 등을 통해서 제시된 저자의 신학적 동기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둔다 편집비평의 장.” 을 연 은 복음서저자를 저자 로 말하고 또 그 저자의 문학적 활동을 강조함으로 Willi Marxen(1956) “ ” , 양식비평의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3 John R. Donahue, S.J. “Redaction Criticism: Has the Hauptstrasse Become a Sackgasse,” in The Literary Criticism and the New Testament, vol. 109,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7; Norman Perrin, “The Christology of Mark: a Study in Methodology,” in The Interpretation of Mark, ed. William Telfor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London: SPCK, 1985 [1971, 1974]), 96-98; Norman Perrin, “Towards an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of Mark,” in Christology and a Modern Pilgramage: A Discussion with Norman Perrin (Missoula: Scholars Press, rev. edn, 1974), 38.34 마가의 기독론 교정 기독론 을 지지하는 학자들로는  Kingsbury, , 51-55; ‘ ’ Johannes ｢ ｣Schreiber(1961), Leander Keck(1965), Hans D. Betz(1968), D. Weeden(1971), N. Perrin(1971), P. 가 있다Achtemeier(1972), L. Schenke(1974) .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우선 그의 독자들과 친밀감을 쌓기 위한 것이며 후에 의도적으로 칭호 인자를 통해 이들 두 칭호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 위한 것이다 고 말한다” .35 11【 】갈등 모델 혹은 교정적 통합 모델(model of conflict) (model of corrective synthesis)로 불릴 수 있는 교정 기독론 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첫째 마가복음서의 자료가 개념적으‘ ’ . , 로 능력 기독론 을 말하는 전반부 대 수난 기독론 을 말하는 후반부로 양분된다는 전제는 두 ‘ ’ ‘ ’모티프의 역설적 일관성을 간과하고 있다.36 둘째 방법론적으로 전 마가 전승의 형태와 삶의  , -정황을 파악하는데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양식비평에 의존하고 있다.37 셋째 침례 장면 , 에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 칭호가 인자 칭호보다 더 중요하고 믿을만하지만 묵시적으로 이‘ ’ ‘ ’ , 해된 인자 칭호가 예루살렘에서 기원했을 잘못된 기독론의 표현이라는 입장에는 다소의 문‘ ’ 제점이 있다.38 넷째 제자들의 몰이해가 하나님의 아들 칭호에 의지하는 영광의 신학을 대변 , 한다는 가정에 대립되는 부분에 있다 즉 마가복음서가 제자들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지 않. , 고 종결부에서는 회복을 통한 수용을 의도하는 균형이다, .39 삶의 자리에 있었을 갈등이나 기 독론적 칭호만을 중심으로 기독론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에 서술되는 기독론을 분석하는데 장애물일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함에 있어서 예수의 역할을 중심으로 . 기독론을 연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물론 칭호 기독론 연구를 . , 12【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40 교사 랍비 기독론/ (Jesus as Teacher)년대 이후 을 필두로 마가복음서 연구자들은 교사로서 예수 초상에 관심을 1960 Bultmann ‘ ’ 두었다 따라서 가르치다 와 관련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부각되었고 능력자보다는 . ‘dida,skw’( ) , 교사로서의 예수가 더 부각되었다 는 복음서 저자가 신학자로서 일관된 신학. Mogens Müller적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신학적 효과를 재구성한 간접 기독론에 관심을 쏟을 것을 제안한다 그는 마가복음서에서 교사로서의 예수가 독자들에게 고난 중심의 . 바른 기독론을 가르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41 는 마가복음서에서 교사 칭호가 다른  Jacobs ‘ ’ 35 Perrin, “The Christology of Mark,” 100.36 Edwin K. Broadhead, Naming Jesus: Titular Christology in the Gospel of Mark,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7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일반적으로 용어 역설 은 반대의 견해까지도 포함하는 자기 모순의 진Press, 1999), 41; , “ ”(para,doxoj) -술을 말한다.37 마가의 기독론 Kingsbury, , 66-69.｢ ｣38 이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한다 첫째 제 복음서 저자는 그의 복음서 서 Ibid., 59-60; Ibid., 73 : , 2장의 침례 기사의 기록 목적을 결코 잘못된 혹은 불투명한 빛 아래 두려고 하지 않았다 둘째 복음서 ; , 기자는 독자로 하여금 인자 칭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수정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셋째 복음; , 서 기자는 그의 복음서에서 신적 인간 이란 용어를 결코 사용치 않는다 넷째 복음서 기자는 그 어디에‘ ’ ; , 서도 특정의 전승에 입각한 기독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39 Tuckett, “Introduction,” 17-18; Telford, “Introduction,” 19.40 Bertil Gärther, “The Person of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Theology Today, vol. 27, no. 1 (1970), 43; Leander E. Keck, “Toward the Renewal of New Testament Christology,” New Testament Studies, vol. 32 (1986), 362-77.41 Mogens Müller,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igure of Jesus in the Gospel of Matthew: Some Principal Features in Matthean Christology,” New Testament Studies, vol. 45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칭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연구한 학자들을 소개한다 는 복음서 저자가 인. Howe(1979)자의 세 국면들 지상적 권위 고난 그리고 미래 활동 과 교사로서 예수간의 관계를 연구했, ― ―고 와 는 마가복음서에서 교사로서의 예수의 역할이 카리스, C. H. Dodd(1930) H. Kee(1977)마적 예언자의 역할을 통해 수행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예수는 예언자 그 이상 즉 포도원 주. , 인의 아들이다 막 이런 견해들은 편집된 부분으로 추정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한 ( 12:1-12). 편집비평에 의지하는데 그치고 그 배경에 관해서는 거의 간과했다 배경과 관련해서 말하자, . 면 예수는 유대적 랍비일 수 있다, .42 년대 이후 편집비평이 약화되자 에 의해 시작된 사회 수사비평1980 , Vermon Robbins -과 복음서 장르 연구를 중심으로 랍비 기독론 연구가 (socio-rhetorical criticism) 13【 】지속되었다 는 마가복음서의 수사학적 형태들 점진적 형태 반복적 형태 인습적 형태 과 . Robbins , , ― ―그것이 기원했을 지중해 연안의 사회적 및 문화적 정황을 분석한 것으로 토대로 제자들을 모, 아 그 사상과 능력을 전수하는 순회교사로서 예수 혹은 교사 메(Jesus as itinerant teacher) -시아 를 주장했고 다른 칭호들은 이것에 종속된다고 주장했다(teacher-Messiah) , .43 는 마가복음서의 장르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교사로서 예수를 묘사하는 영웅 Botha(1989)전승 즉 순교하는 종교 교사에 관한 전기 로 간주한다, (biography of a religious teacher) . 예수의 활동의 다른 국면들 뿐 아니라 다른 칭호들 역시 교사로서 예수에 종속적 관계다 기. 름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교사와 축사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올바, 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의해 권위적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된 자를 말한다.44 교사로서 예수를 주장하는 연구 방법론은 주로 편집비평과 사회 수사학적 비평이다 후자의 - . 방법론은 역사 비평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 . 는 교사 기독론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예수는 교사의 국면보Adela Yarbro Collins , 다는 예언자 국면이 더 지배적이고 소크라테스보다는 엠페도클레스 와 흡사하, (Empedocles)다 예수는 복된 사후생명을 선인에게 희망으로 제시한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영원한 생명이 . , ,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가르쳤다 막 ( 8:35).45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Son of God Christology)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마가복음서의 전략적 위치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 (1:11; 9:7; 마가의 기독론에 관한 핵심 칭호로 간주되었다 이 칭호는 14:61; 15:39), . 14【 】종교사 방법론을 시발로 헬라적 개념의 초자연적 존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다가 년대 이후로는 구약성서 , 1970유대주의 모델 유대주의 대망으로서 메시아 왕 야훼의 종 고난받는 의인 종말론적 예언자- , , , ―(1999), 157.42 Jacobs, “Mark's Jesus,” 65-66.43 Vernon K. Robbins, Jesus the Teacher: A Socio-rhetorical Interpretation of Mar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44 Jacobs, “Mark's Jesus,” 66-68.45 Adela Yarbro Collin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Probing of Mark in Contex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2.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을 근거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첫째는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 즉 마가복음. - , ―서저자가 의도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 왕족의 왕같은 메시아였다는 왕적 ‘기독론 이다’ .46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라는 입장이다 고난받는 의로운  , . ‘사람 의 모티프가 암시적이지만 메시아의 죽음을 수용케 할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 ,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47 셋째 종말론적 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다 마가복음서에  , .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언자들 다음에 오지만 그들을 능가한 종말론적 사자이고 결국에는 , 하나님의 아들과 융합된다고 한다(Blank, 1981).역사 비평적 기독론 연구에 대한 평가-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역사 비평적 연구는 그 한계를 드러냈지만, - ,48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대안의 방법론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첫째 의 지적처럼 양식비평이 . , Perrin , 마가복음서를 복음서 저자의 삶의 자리 를 반영하는 문학적 구성으로 그 전승 자료를 비역사‘ ’ , 적 인 것으로 그리고 복음서 저자를 전승 자료의 수집가 편집가 그리고 조직가(a-historical) , , , 로 이해한 것은 긍정적 측면이지만 복음서저자의 문학적 활동에 관심을 쏟지 못한 것은 그 , 단점이다.49 의 말을 빌리자면 텍스트의 단편을 중심으로 의미 와 그것의  Darr , “ ” 15【 】 역사의 사“실성 의 관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은 연구 결과 복음서의 서사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 . 것은 등장인물 플롯 수사학 아이러니와 서스펜스와 같은 서사의 주요 특징들을 파괴하는 것, , , 을 의미한다.50 해석학적으로 말하자면 서사를 창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술되는 사 , (window)건의 역사 같음의 의미를 사건들의 의미로 축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성서 텍스트의 서사적 형- . 태와 의미는 사건들에 돌려진 의의에 의해서 상실된다.51 둘째 특히 양식비평은 기독론적 칭호들을 예수에 대한 정확한 자기 묘사로 수용하지 않기 , -때문에 진정한 칭호인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52 그 과정에서 역사적 외증을 근거로 복음서 에 포함된 기독론적 개념들을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했다.53 이런 오류는 언급된 사건들에 대 한 가장 초기의 그리고 최상의 증거는 바로 텍스트 자체라는 자신들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셈이다 편집비평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텍스트 . , 46 Jacobs, “Mark's Jesus,” 70-71; Vielhauer(1965), Juel(1977), Donahue (1976), Matera(1982, 1986).47 Ibid., 72-73; Schenke(1974), H. Steichele(1980), Nickelsburg(1980), Lührmann(1987), C. R. Kazmierski.48 이달 문학적 성경읽기 은 비판적 이성과 합리적 해석을 가치 있는 규범으로 간주하는 역사  , “ ,” 50비판적 방법론의 배후에는 과학주의적 실증론이 자리잡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 이라는 목표를 ‘ ’향해서 주저 없이 돌진할 수 있었지만 제한된 자료와 개연성 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probability)에 상대적인 회의주의를 허용함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평가한다.49 Norman Perrin, “The Interpreting of the Gospel of Mark,” Interpretation, vol. 30, (1976), 116.50 Darr, On Character Building, 12.51 Petersen, Literary Criticism for New Testament Critics, 20.52 Edwin K. Broadhead, “Jesus the Nazarene: Narrative Strategy and Christological Imagery in the Gospel of Mark,”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vol. 52 (1993), 4.53 Chouinard, “Gospel Christology: A Study of Methodology,” 67-68.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자체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자극했다.54 셋째 편집비평이 마가복음서를 전승과 편집으로 나누고 또 이런 두 층의 연대기적 발생, , - -기원에 대한 재구성을 추구할지라도 복음서저자들을 단순한 전승 수집가가 아니라 각기 신학적 의도를 가진 저자로 강조한 점은 문학 비평적 접근에 공헌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복음- . 서를 서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복음서 전체를 신중하게 고려케 했다, .55 결국 , 마가복음서 기독론 16【 】연구에 있어서 통시적 방법론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56 최근에 많은 신약성서 학자들은 본문에 대한 비 역 -사적인 문학적 이해 방식 혹은 순수한 문학비평 수사학적 분석 혹은 공시적인 사회학적 인류, /학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57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역사 비평적 기독론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종교사적 방법론, - . 과 양식비평의 연구에서 예수 이해의 논제는 메시아 비밀 모티프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 문. 제는 마가복음서의 장르를 초기 공동체의 신학적 관점의 제시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모티프의 기원이 예수에게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마가복음서 저자의 문학적 기교인지에 대한 , 논의를 촉발시켰다 또한 신적 인간의 기독론이 헬라적 영향인지도 논의되었다 편집비평은 . . 기독론적 칭호를 두고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전제로 교정기독론을 주장하거나 랍비 기, 독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리고 예언자의 관계. , , 에도 주목했다 사실 이러한 기독론적 논제들은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 , 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 비평적 연구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대안적 방법론에 주. , -목할 필요가 있다.3. 서사비평적 기독론 연구      서사적 기독론 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구성된 한 등장인물로서 예수를 이해하려는 연구‘ ’이다.58 이 연구에서 등장인물과 인물구성은 중요한 논제이고 , 17【 】문학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다 의 주장처럼 등장인물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최상의 문학이론에 기초를 둔 . Darr ,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갖춘 건전한 것이어야 하고 서사의 문학적 특성들에 적합한 텍스트 중, -심이어야 한다.59 54 Petersen, Literary Criticism for New Testament Critics, 20.55 Jacobs, “Mark's Jesus,” 75.56 Lee Dal, The Narrative Asides in the Book of Revelation (Lanham New York Oxford: ․ ․는 역사 비평적 연구를 전적으로 상대화 시켜서는 안 된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2), 13-14 -다고 말한다.57 Keck,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190.58 Robert C. Tannehill, “The Gospel of Mark as Narrative Christology,” Semeia, vol. 16 은 서사적 기독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는 마가의 중심 인물이며 저자는 그의 독자(1979), 57 : “ , 들의 삶에 대한 예수의 중요성이 분명하도록 예수를 그의 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 있다 저자는 이야기 형태를 빌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를 보여. . 주는 바를 논의할 때에 복음서의 이야기 형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서를 서. , 사적 기독론으로서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Eugene E. Lemcio, The Past of Jesus in the Gospels 는 서사적 기독론을 예수가 할 일 즉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39 , 예수의 아들 됨과 메시아 됨에 관해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59 Darr, On Character Building, 14.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문학비평적 성서 연구에로 페러다임 전환 세기 후반의 연구는 주로 텍스트의 저술과정에 몰두하는 역사 비평적 연구에 대한 식상20 -과 몰락의 분위기가 서사텍스트 자체에 대한 수사학적 및 문학적 접근에 의해 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60 은 복음서 저자의 문학적 활동을 정당히 잘 다룰 수 있는 비평적 방법이  Perrin “절실하고 또 저자의 의도와 신학에 대한 관심을 넘어 전체로서 복음서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61 과 에 따르면 신약성서를  Elizabeth S. Malbon Edgar V. McKnight , 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는 복음서를 언어 사건Amos N. Wilder(1964) ‘ ’(language 으로 접근하면서 텍스트의 의미가 실존적 개념 혹은 문헌의 구조 및 관행에 국한된다event) , 는 견해를 비판한다 이런 접근은 년대에 신약성서 학자로 하여금 성서 텍스트 자체에 . 1970대한 집중적 연구를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구조주의 와 미국의 신비평, (structuralism)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신약성서에 배어 있는 역사와 신학은 이전과는 달리 연구되. 었다. 18【 】다시 말해 역사는 텍스트를 구성한 원인으로 다뤄지지는 않고 대신에 문학적 견지에, 서 다뤄진다 신학 역시 문학적 세계의 견지에서 다뤄진다. .62 이러한 전환점에서 서사로서의 복음서 와 기독론 의 논제는 신약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 ‘ ’ ‘ ’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이 제기되었다 한 예로 년 서로 다른 신학적 전, . , 1981통에 속한 학자들은 미국성서학회 와 미국 종교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 소속해서 기독론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했다 다(American Academy of Religion) . 른 예를 들자면 예수에 관해 말하는 복음서에 대한 문학적 이해 특히 서사비평 을 통한 서, , ‘ ’사적 기독론이다.63 이 세련되고 절충적인 일반 문학 비평적 관점 을 통해 기독론을  Perrin ‘ ’ 19【 】60 심상법 문학 서사 비평 해설 누가복음 새로 읽기 문학적 읽기의 이론과 실제 신약연구시리즈  , “ ( ) ,” : , ｢ ｣권 김영봉오덕호 편 서울 한들출판사 는 역사비평은 본문 배후의 세계나 저1 , ( : , 2001), 13-4; Ibid., 15 “․술 과정에 대한 가설적 재건 위에 본문의 의미를 건설함으로써 지시적 오류 낭만‘ ’(referential fallacy), ‘적 오류 혹은 의도적 오류 등을 범했다고 지적한다’(romantic fallacy), ‘ ’(intentional fallacy) .61 Perr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of Mark,” 121.62 Elizabeth Struthers Malbon, and Edgar V. McKnight, “Introduction,” in The Literary Criticism and the New Testament,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5-17.63 서사비평은 서사학 혹은 서사론에 기초하고 있기에 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 . 서사학 에 따르면 통상 서사학 또는 서술학 으로 번역되는 용어 는 Prince, , 12, 16 , ‘ ’ ‘ ’ ‘narratology’｢ ｣구조주의에서 발단된 이야기 이론으로 서사장르 서술의 분류 플롯의 구조 이야기의 성질 형식 기능, , , , , , 능력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에 대한 연구 특히 모든 서사물의 서사적 의미화 체계, , 를 분절시켜주는 특성들 공통점과 차이점 과 그것들의 양태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서사란 무엇인가Mieke Bal, (｢ ｣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 1985), 환강덕화 역 서울 문예출판사 은 형식주의적 서사학이 서사의 동기 수용 역사 이데올로( : , 1999), 13 , , , ․기 가치 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사학 을 서사 텍스트에 관한 이론으로 존재하, , ‘ ’ “는 특정 자료들에 대해 일반화시킨 진술들을 체계화시킨 학문이다 고 정의한다 는 서사학이 이” ; Ibid., 5념적인 활동성과 미학적인 힘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력과 수사학적인 정교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 말한다 혹자는 이런 정의를 서사론 이라 부르기도 한다. (narrative theory) ; David Rhoads, “Narrativ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0 에 따르면 서사비평은 그 자체 세계 로서 텍스트를 연구한다 서사비평은 역사적 질문(1982), 413 , “ ‘ ’ ...... 을 차단시키고 이야기 세계의 닫힌 우주를 주시한다 이런 정의는, - .” , Petri Merenlahti and Ramio Hakola,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eds. David Rhoads and Kari Syreeni,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의 언급처럼 복음서 텍스트에 있는 서사의 형식적 특Testament Supplement Series 184 (1999), 17 , “징들 즉 서사의 이야기 세계의 국면들과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사용된 수사학적 기교들을 탐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서사비평은 서사 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내포저자가 서사를 통해 . , “ ”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64 그렇다고 역 , 사 비평적 연구의 전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 문학적 접근은 개개 복음서의 텍스트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여과된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통일체 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종합적 통전적 심미적 측면을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한다’ , , , . 게다가 고대의 독자이든 현대의 독자이든 간에 그들이 그 서사에 반응하도록 듣는 방법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65 서사인 복음서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텍스트 중심의 방법론 과 독자  ‘ ’ ‘혹은 독서 경험 중심의 방법론 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성서학과 일반 문학비평간의 첫 접촉점’ . 을 이뤘고 서사비평으로 알려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석방법론으로 정착했다 복음서에 대, . 한 서사비평적 연구를 지지하는 이론적 기둥들 중에 하나는 년대와 년에 일반 문학1920 1930비평의 반 역사적 전환에 뿌리를 둔 신비평 이고 다른 하나는 - (New Criticism) , Seymour 의 현대 서사이론이다Chatman .66 은 서사비평의 한 기둥인 신비평 운동의 본래적 동기가 성서에 대한 서사비평적 연Hanson구의 관심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첫째 자연과학만큼 견고한 토대를 근거로 문학에 대한 . ,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둘째 신비평 운동은 이전의 문학 비평의 과도한 역사화 경향에 . , 대한 반작용이었다 셋째 신비평은 . , 20【 】문학적 텍스트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내용과 , 형식이 밀접하게 짜여있다는 개념을 주장한다 즉 양식이 곧 의미이고 연구의 초점은 텍스트. , , 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그 의미가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집중되었다, .67 서사비평적 기독론  연구의 다른 한 기둥인 의 방법론에 기대는 서사비평적 기독론 연구들이 있다Chatman . 와 가 등장인물 분석을 통해 주인공인 예수의 정체를 확인하려 David Rhoads Donald Michie한 것을 위시로, Robert C. Tannehill(1979)68과 Kingsbury(1983),69 그리고  W. S. 의 연구 등이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 는 Vorster(1991) . , Rudolf Schnackenburg(1995)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예수의 활동에 관한 긍정적 묘사가 지상의 예수에 관한 , 마가의 심적인 묘사를 반영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독론 연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70 어떻게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권종선“ ” , , 서사비평과 신약성서 해석 과 “ ,” 12 W. S. Vorster, “Literary Reflections on Mark 13:5-37: A Narrated Speech of Jesus,” Neotestamentica 은 말한다, vol. 21 (1987), 205-206 .64 Perrin, “The Christology of Mark,” 97; Perrin, “The Interpreting of the Gospel of Mark,” 는 마가복음서에 대한 문학 비평적 방법론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언급한다 첫째 장르는 메122-24 . , 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복음서저자가 추구하는 주제들 즉 . , , 메시아 은닉 기독론과 제자도 종말론에 대한 이해 고난과 파루시아 등에도 관심을 둔다 셋째 개별 , , , . , 전승들이 저자에 의해 배열된 구조에 관심을 두면서 그 단위들의 역할을 해석한다 넷째 독자의 서사 , . , 밖의 세계에 대한 반응에도 관심을 둔다 다섯째 수사학적 원칙에 따라 베드로나 제자들을 드라마의 등. , 장인물로 해석한다 여섯째 용어들과 사건들이 마가 자신에게 뜻하는 바에 관심을 둔다. , . 65 이달 문학적 성경읽기 , “ ,” 50.66 Hanson, The Endangered Promises, 29-30. 67 Ibid., 31.68 Robert C. Tannehill, “The Gospel of Mark as Narrative Christology,” Semeia, vol. 16 (1979), 57-95.69 마가의 기독론 Jack Dean Kingsbury, (｢ ｣ The Christology of Mark's Gospel 김근수 역 , 1983), 서울 나단( : , 1994).70 Rudolf Schnackenburg, Jesus in the Gospels: A Biblical Christology (Louisville: Westerminster John Knox Press, 1995), 17.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연구들  의 말을 빌리자면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연구는 복음서 안에 있는 중요한 기독론적 Jacobs , 논제 즉 사건들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역할들 예수의 이름 등이 예수에 대한 내포(agenda), , , 저자의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플롯은 세심하게 고려되는 . 한 대상인데 내포저자가 플롯의 전개에 따라 예수의 초상을 서사 전체에서 서술하기 때문이, 다.71 기독론적 칭호 역시 서사세계와 서사전략 안에서 작용하는 형식적 문학 요소이기에 서 ‘ ’ 사적 기독론 연구에서 가치가 높다.72 특히 서술자가 예수에 대한 인물구성 하는 것에  21【 】대해 내포독자가 감정이입 에 의해서 동일시하는지 혹은 공감 나 반감(empathy) , (sympathy)의 반응을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antipathy) .73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연구들을 통시적으로 개 관한 후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 에 따르면 마가복음서의 저자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를 왕 으로 생각하는 Petersen(1978) , “ ”제자들의 잘못된 인간 개념에 반대하여 인자 로서의 인간적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예수의 자“ ”기 이해에 주목하게 한다.74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이전의 것과 차별성을 보이지만 논의 주제 , 와 그 결과는 여전히 교정기독론을 반복하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Tannehill(1979)은 침례 때 예수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에 대한 그의 성취 활동을 중심으로 예수의 정체를 연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수가 귀신들을 축출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또 가. , , , 르침으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으로 제시되다가 갑자기 장 절을 시작으로 그의 사명, 8 31-33이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반복된다 고난 이, , (9:31; 10:33-34). 야기 부분에서 예수는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예언자 왕 그리고 구원자의 역할들을 성취하는 , , 것으로 제시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 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사의 전개에서 특히 칭호들의 역할에 주목했고 중심적 칭호를 . ,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75 이 예수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취하는 그의 활동을 토 Tannehill대로 서사적 기독론을 개진한 점은 진일보한 연구이지만 예수에 대한 이해에서 사명과 운명, 을 혼동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칭호 기독론의 . 22【 】연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는 예수의 자기 은닉 주제가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 마가의 기독론을 Kingsbury(1983)설명하고자 한다.76 그는 예수의 자기 은닉을 성격상 메시아 은닉 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 ’ , ‘의 아들임에 대한 은닉 이라 주장하고’ ,77 또 하나님의 평가적 관점 에 근거해서 예수가 직접  ‘ ’ , 71 Jacobs, “Mark's Jesus,” 75.72 은 마가의 서사 안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 의 초상을 연구하 Broadhead, “Jesus the Nazarene,” 6 ‘ ’여 그것을 문학적 기독론적 전략의 페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칭호에는 역사적 전승도 없고 , , 편집적 논의가 거의 제기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3 이달 문학적 성경읽기 , “ ,” 53.74 Petersen, Literary Criticism for New Testament Critics, 62-68.75 Robert C. Tannehill, “The Gospel of Mark as Narrative Christology.” Semeia, vol. 16 (1979), 57-95.76 마가의 기독론 Kingsbury, , 81, 88.｢ ｣77 은 은닉이 마가의 세심한 고안에 의해서 잘 유지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귀신들 Ibid., 40-42 : ,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말한 인자 칭호보다는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칭호가 더 선호되고 또 하나님이 예‘ ’ ‘ ’ , 수를 그의 아들로 확언한다는 두 가지의 결론지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가 다윗적 메시아, ‘ ’ 왕 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술자의 평가적 관점을 근거로- (Davidic Messiah-King) . , 교정 기독론을 비판할 뿐 아니라 인자 칭호를 상대화시킨다‘ ’ .78 평가적 관점 제 복음서의  ‘ ,’ ‘ 2구조 주인공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에 대한 칭호 등에 관심을 둔 그의 문학 비평적 연,’ ‘ ,’ ‘ ’ -구는 예수의 정체에 대한 은닉 모티프의 전개 와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칭호의 의미 및 기, “ ” “능 에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79 또한 는 마가복음서의 갈등 에서 스토리 자체에 집중하면서 배경 등장Kingsbury (1989) , , ｢ ｣인물 사건들 플롯 에는 관심을 쏟지만 아쉽게도 수사학과 담론 부분에는 , ( ) , 23【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는 스토리 요소들을 설정한 다음 주인공인 예수에 관한 스토리 라인 예수와 갈등을 겪. , , 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스토리 라인 등을 점검한다.80 의 평가에 따르면 그의  Hanson , 장점은 독자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스토리 요소들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면서, 마가복음서의 이야기 세계의 형식적 국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능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 . 하고 그의 연구는 문학비평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학적 이해에 약점을 ,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원인은 그의 해석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또 서사비평의 . , 한계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가 세 개의 스토리 라인을 구별지어 마가복. Kingbury음서를 이해한 것은 마가복음서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복. , 음서의 세계와 독자를 위한 예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해석학적 . ,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81 는 비유들이 예수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기본 행동들을 반영한다고 Mary Ann Tolbert(1989)말한다 특히 장의 씨뿌리는 비유와 장의 소작인 비유는 간결하고 요약의 형태로 예수에 . 4 11대한 마가복음서의 견해를 제시한다고 말한다 즉 전자의 비유는 예수를 말씀 파종자로 제시. , 하면서 예수의 과업을 강조하고 후자는 예수를 포도원 상속자로 제시하면서 그의 정체를 강, 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의 기본적인 서사적 기독론이다 결국 마가복음서는 . . 예수의 신적 인간 지위를 묘사한다.82 과 제자들 에 향한 함구령이다 둘째 편집적 설명들이다(1:24-25, 34; 3:11-12) (8;29-30; 9:7, 9) ; , (1:1); 셋째 다른 동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에도 그런 개념을 심고 있다 넷째 문학적 반어법 즉 , , ; , , 아이러니의 활용이다 다섯째 예언적 용법의 활용이다; , .78 마가의 기독론 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신적 인간의 개념은 마가의 사상을 이 Kingsbury, , 33-42 , ｢ ｣해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복음서저자가 반대 변증하는 전 마가 전승을 확립; ,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미흡하다 셋째 가설적으로 재구성된 전승사를 마가복음서를 이해하는 핵심을 ; , 제공하기 것으로 허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의심적이다 넷째 서사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교정; , 한다는 것은 그릇된 개념이다.79 E. S. Malbon, “The Christology of Mark's Gospel: Narrative Christology and the Markan Jesus,” in Who Do You Say that I Am?: Essays on Christology, Mark Allan Powell and David R. Bauer, ed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33-34.80 Jack Dean Kingsbury, Conflict in Mark: Jesus, Authorities, Disciples (Minneapolis: Fortress, 1989), vii.81 Hanson, The Endangered Promises, 35-36.82 Mary Ann Tolbert, Sowing the Gospel: Mark's World in Literary-Historic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22.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는 갈등 모델에 기대지 않은 채 마가복음서를 하나의 서사로 읽어 Frank J. Matera(1999) , 나가면서 마가의 기독론을 분석한다 그의 이런 접근은 저자가 . 24【 】지상의 예수에 더 근접한 입장에서 기독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의 차별성은 기독론을 드러내. 기 위한 서사의 사용과 신약성서의 기독론에 초점을 둔 것이다.83 그는 하나님의 아들 칭호 ‘ ’ 의 의미를 왕적인 것으로 이해하기에 예수를 다윗 왕조에 속한 왕이신 메시아로 간주한다, . 그는 마가의 기독론을 구약성서의 약속에 뿌리를 둔 고등 기독론으로 이해한다.84은 위엄의 중요 칭호 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도리어 주인공 예수의 관E. S. Malbon(1999) “ ” , 점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서사적 기독론을 연구한다 주로 등장인물들 제자들과 군중들. ‘ ’ , ―여성 등장인물들과 실패한 추종자들의 광의적 범주 유대주의적 지도자들 예수 주위의 주변 , , 인물들 과 공간적 배경 을 충분히 연구하는 그녀는 서술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 ’ , “ , ―들 로 제시하는 마가의 중심 인물인 예수께 관심을 둔다”(1:1) .85 서술자가 주인공 예수를 드러 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쏟는다:86 예수께서 행한 활동 즉  , 그가 주도한 활동들 서술자와 다른 등장인물들이 예수에 관해서 말하(enacted christology); 는 것 뿐 아니라 다른 등장 인물들이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에 반응하여 예수께서 말하고 그, 리고 행동하는 것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deflected christology); 다른 등장 인물들이 행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행하는 것과 (refracted christology); 관련되는 방법 마가복음서의 극화된 기독론과 편향된 기독론을 분석(reflected christology). 한 은 서술자가 내포저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가의 서술자와 예수는 내포Malbon , . 저자의 지배를 받는다 마가복음의 서사적 기독론은 서술자의 관점뿐 아니라 . 25【 】서술자의 관점과 예수간의 관점간의 창조적 긴장을 고려해야 한다 예수의 기독론 과 마가의 서술자의 기. ‘ ’ ‘독론 을 병치시키는 것은 바로 내포저자다 다름 아닌 내포 독자가 그 두 기독론을 결합시켜’ . 야 한다 그 긴장은 마가복음의 극화된 기독론과 편향된 기독론에 필수적이다. .87 권종선 교수 는 기독론 이라는 용어보다는 예수 상 을 선호하면서 복음서의 서사(2000) ‘ ’ ‘ ( )’像적 기독론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마가복음서를 하나의 통합된 서사물로 간주하고 그 . , 서사 전체를 통해 내포저자가 내포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상을 분석하는 것을 서사적 기독론으로 정의한다 그에 있어서 분석 논제는 플롯과 기독론 서술자의 해설과 기독론. ‘ ,’ ‘ ,’ 등장인물 예수 등이다‘ ’ .88 사탄과의 갈등을 분석한 결과 예수가 성경에 따라 오셔서 하나님 , 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자라고 말한다 종교 지도자들. 과의 갈등을 분석한 결과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제자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제. 시되는 예수 상은 고난받는 종이다 명시적 해설은 예수 상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의 . 83 Frank J. Matera, New Testament Christology (Louisville: Westerminster John Knox Press, 1999), preface.84 마가복음신학 Matera, , 57.｢ ｣85 Malbon, “The Christology of Mark's Gospel,” 33-34.86 Ibid., 37.87 Ibid., 44.88 권종선 마태복음의 서사적 기독론 복음과 실천 집 권종선 마가복음의  , “ ,” , 25 (2000), 143-78; , “｢ ｣서사적 기독론 복음과 실천 집 ,” , 27 (2000), 65-102.｢ ｣



제 장2 마가복음서의 기독론 이야기를 밝혀준다 반면에 암시적 해설 중에 오해는 섬김의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 상을 그려. 준다 아이러니는 예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려준다 그리고 . , , . 급식이적의 상징은 종말론적인 목자 왕인 예수의 모습을 강조한다 등장인물로서 예수는 인- . 자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세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섬기는 종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 , , 분으로 묘사된다.89 서사비평적 기독론 연구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언급한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연구를 간략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26【 】 은 Petersen역사 비평적 연구와는 차별되는 문학비평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칭호 중심의 교정 기독론에 - , 관심을 판단된다 의 경우 사명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행위를 근거로 예수의 정체. Tannehill , 를 제시하고자 했고 또 고난 이야기에서 칭호와 관련한 아이러니 기법의 효과에 주목하는 진, 일보의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칭호 중심의 기독론에 집착하고 서사의 다른 국면들에 .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다 는 은닉 모티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사적 기. Kingsbury법들을 관찰하면서 인자 기독론을 상대화시키고 왕적 기독론을 부각시키는데 이것이 장점일 , 수 있지만 서술자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단일화시킨다는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Matera 역시 와 대동소이한 듯하다 권종선 교수는 이야기의 세 가지 갈등 분석 서술자의 Kingsbury . , 명시적 및 암시적 해설 나아가 등장인물 예수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전개시키면서 설득력 있, 게 마가의 예수를 고난받는 종으로 부각시킨다 는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의 과업과 정. Tolbert체를 연구해서 예수를 신적 인간의 지위로 말한다 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 Malbon상호적 관계를 밝힘으로 서사적 기독론을 연구한다. 다양한 서사적 기독론 연구들이 마가복음서를 한 편의 서사로 간주하는 것은 공통의 공헌이다 나아가 갈등을 중심으로 한 플롯 작중인물과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아이러니 기법을 위. , , 시한 그 밖의 기법들에 주목하면서 예수의 정체를 이해하려한 것은 일방적 연구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리고 서사적 기독론은 예수를 초자연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과 인간으로 간주하는 . 경향간의 근접성을 지적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와 마가의 예수간의 근접성이기도 하다. .90 그 러나 한 등장인물로서의 예수에 관해 분석할 때 서술자의 서술 기법에 의한 인물구성 이론에 , 그다지 많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인물구성 이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리가 요구된다 또한 서술자의 서술 기법에 따라 . 서술된 예수에 대한 다양한 초상들을 27【 】상대화시키기보다는 서사의 층위들을 고려하여 종합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의 초상을 상대화하려는 시도에는 여전히 교정 기독론의 영향이 자. 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가 서로 다른 초상들의 상호적 관계를 통. 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점이 미비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제자도와 . , 같은 중요 신학적 주제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연결짓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물구성 분석. , 을 위한 구체적인 해석적 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에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89 Ibid., 97-99.90 Jacobs, “Mark's Jesus,”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