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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학회 (2008년 10월 17일)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모티프: 마가복음 1:1-3:6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김광모(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마가복음서, 특히 그것의 문학적 유형을 연구하여 한국신약학계에 기여하는 박노식 박

사1)의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모티프: 마가복음 1:1-3:6을 중심으로”를 논평하는 기회

를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그의 논지를 요약하고, 논지와 그 전개를 평가하겠다.

1. 요약

박노식 박사는 마가가 사용한 용어 “복음”(1:1)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대

한 바울적 의미로 이해하며, 마가가 예수의 삶을 통해 드러난 복음을 비극적 중요성을 위해 

마가복음서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마가의 문학적 기교는 각 단락의 구성과 

배열을 통한 문학적 구조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마가복음 

1:1-3:6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이야기의 최소 단위로 이야기를 이루는 핵”), 곧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적대의 반응 모티프 그리고 물러남 모티프가 마

가복음서 전체에 필요한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시작말(1:1-15): 박노식 박사는, 마가복음서의 비극적 시작말에는 마가복음서 전체를 신

학적, 지리적, 혹은 문학적으로 통일되게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어들과 모티프들, 곧 주인공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반응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서(정체성),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권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파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종말적 시대 도래를 알리고 있으니(사명), 청중은 회개와 믿음의 반

응을 보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부인이 되어야 한다(반응)고 분석한다.

열광적인 반응과 물러남(막 1:16-45): 박노식 박사는 두 번째 단락을, 예수가 권위의 활

동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의 반응을 획득하지

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장면으로 배열된다고 분석하면서 그것들의 논리적 개연성과 필

연성을 설명한다. 메시아 예수의 권위 있는 부름에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따르는 반응은 청

중이 새로운 도약을 곧바로 준비케 한다. 그리고 귀신축출, 베드로의 장모 치료, 안식일 장

면의 배열은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초자연적 존재인 사단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1) 박노식, “마가복음은 무엇인가?: 새로운 비평과 방법,” ｢신약논단｣, 9권 3호 (2002): 585-617; Idem, “마

가의 예수 이해: 칭호를 통한 인물구성,” ｢신약논단｣, 12권 2호 (2003): 229-62; Idem, “독특한 장르로서 마가

복음서 비평적 평가,” ｢신약논단｣, 12권 1호 (2005): 5-37; Idem, “마가의 구원이야기: 마가복음 8:22-10:52,” 

｢신약논단｣, 11권 (2004): 597-628; Idem, “마가의 플롯: 능동적 존재를 향한 참여적 기독론,” ｢신약논단｣, 12

권 2호 (2005): 333-75; Idem, “마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신약논단｣, 13권 2호 (2006): 279-317; 

Idem, “마가의 비극적 카타르시스,” ｢신약논단｣, 13권 4호 (2006): 811-44; Idem, “복음서와 드라마: 마가의 비

극적 요소들,” ｢신약논단｣, 14권 2호 (2007): 2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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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는 사명 착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대중적 열정이라는 반응을 극대화한다. 대중적 

지지를 얻은 예수는 대중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멀리 가서 기도하며, 열정적인 환영이 없

는 갈릴리의 또 다른 곳에서의 선포사역을 준비한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 받은 사

람이 예수의 함구령을 거역한 결과 예수는 더 고립된 곳에 있으면서 열광적인 환영을 피한

다.

적의감(막 2:1-3:6): 박노식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이 죄 

용서와 육체적 회복을 일으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현한다고 기술하는 동시에, 적

대적인 반응 혹은 적의감이라는 새로운 모티프를 사용하여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한 

논쟁과 적대적 분위기-중풍병자 치료, 죄인들과 세리들과의 식사, 금식논쟁, 안식일 논쟁, 

마지막으로 손 마른 사람 치료-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구성한다. 논

쟁의 전개에서 적의감이 발전적 국면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치밀한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단지 적의감의 발생을 강조하여 역설적 긴장감을 주는 구성한다. 

마가의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 견지에서 설명하면, 적의감은 예수가 하나님처럼 죄 사함

의 권세를 주장해서 야기한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인자는 죄인을 초대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그리고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 도래를 선포하며 새로운 형태의 삶

을 촉구하다 죽을 것을 암시한다. 안식일 법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의 생활을 하자, 바리

새인들은 예수에게 적의감을 표출한다.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반감을 고조하려고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들의 완악함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서 그들의 적의감은 절정에 이른다.

결론: 박노식 박사는 다음의 말로 연구를 맺는다. “마가의 배열을 예수를 죽음의 상황으

로 인도하는 행동을 재현하는 신학적 의도 안에 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드러날 예수

의 죽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저자는 장면들을 배열한 것이다.”

2. 논평

이제 박노식 박사의 연구 논지를 점검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

고, 그리고 형식과 관련하여 바로잡아야 할 점들을 제시하겠다. 먼저, 연구논지를 점검해 보

겠다. 박노식 박사는 “복음”(1:1)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대한 바울적 의미”

로 이해하고 그것의 핵심요소를 고난으로 간주한다. 그는 마가가 예수의 삶을 비극으로 담

아내기 위해,2)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적 지지 혹은 적대적 반감의 

모티프 및 물러남의 모티프를 예수의 죽음 상황으로 인도하는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에 따

라 배열했다고 일견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몇 가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가가 기술하는 “복음”(1:1)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취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라 할 수 있다.3)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 곧 “때가 

2) 참고. 박노식, “마가의 비극적 카타르시스,” 831와 Idem, “마가복음은 무엇인가?,” 615는 플롯구조, 주제, 

길이, 목적 등을 기준하여 마가복음서의 장르를 헬라적 비극 혹은 크리스찬 위인전적 비극로 간주한다.

3) Robert A. Guelich, Mark 1-8:26, vol. 34A,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8), xxi;  Garland, Mark, 19;  Vernon K. Robbins, Jesus the Teacher: A Socio-rhe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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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한다(1:14-15, 

khru,sswn to. euvagge,lion tou/ qeou/ kai. le,gwn o[ti Peplh,rwtai ò kairo.j kai. h;ggiken h ̀

basilei,a tou/ qeou/\ metanoei/te kai. pisteu,ete evn tw/| euvaggeli,w|). 마가는 복음을 하나님의 다

스림/나라가 임한 것으로 서술한다.4) 따라서 박노식 박사는 복음의 핵심 요소를 바울적 사

상에 기초하여 예수의 고난에 제한하지 말고, 마가가 서술한 것에 기초하여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요소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5)

둘째, 박노식 박사는 모티프를 “이야기의 최소 단위로서 이야기를 이루는 핵”으로 이해하

며, 이것은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쉽게 기억되며, 독립

적인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1쪽 각주 2).6) 이런 입장에서 1:1-3:6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프로 예수의 정체와 사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지와 적대의 반응 모티프와 물러남 모

티프를 중심으로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을 설명한다. 이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것은 예

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적 주제를 제시하기 위함이겠지만, 대상 구절에는 또 다른 모

티프도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복음, 곧 메시아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한 “회복의 모티프”나 “심판의 모티프” 그리고 “몰이해 모티프” 및 “만짐의 모티프”이다. 

그 밖의 모티프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 몇 가지 경우를 언급하겠다. 첫째, 마

가복음 1장 1절을 시작말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며 제명으로 분리해야 할지이다.7) 둘째, 

1장 1절에서 @uìou/ qeou/#에 대한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문제이다. 박노식 박사가 “시작

말” 부분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자세히 분석하기에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셋째, 예수가 광야에서 사단과 직면에서 예수의 승리 여부이다. 40일간의 인내, 들짐승과 

함께 지냄, 천사들의 수종 등에 대한 서술자의 보고는 사탄의 첫 유혹에 대한 예수의 승리

Interpretation of Mar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81.

4)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5), 152; 박노식, “독특한 장르로서 마가복음서 비

평적 평가,” 35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는 옛 의미, 곧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한 좋은 소식(막 1:15)을 보

유한다고 설명한다.

5) Ben Witherington II,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69는 고대 전기에 관해 “따라서 첫 구절은 이어지는 내용이 고난과 슬

픔으로 가득할 지라도 나쁜 소식이나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출생 선포나 제왕의 성공과 같은 기쁜 소식임을 표시

한다”고 말한다.

6) 참고. Gerald Prince, ｢서사론 사전｣, 이기우․김용재 역 (서울: 민지사, 1992), 153-54는 모티프를 주제의 

최소단위, 통사론 레벨의 이야기의 최소단위, 그리고 모티프소를 성립 현재화시키는 요소 등으로 정리한다. 참고.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서울: 보성출판사, 1998), 174는 모티프(motif)를 문학 속에 반복해

서 자꾸 나타나는 한 요소-어떤 유형의 사건이나 기법이나 공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테에마(theme)를 어떤 

상상적인 작품이 독자 앞에 구체화하여 설득시키려고 하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교리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여 모

티프와는 구분한다. 

7) 1장 1절을 제명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Morna D. Hooker, “The Beginning of the Gospel,” in 

Abraham J. Malherbe and Wayne A. Meeks, The Future of Christology: Essays on Honor of Leander E. 
Keck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2;  Robert M. Fowler,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87;  

Bas M. F. van Iersel, Mark: A Reader-Response Commentary,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vol 16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88;  David E. Garland,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17-18;  Ralph P. 

Martin, ｢마가신학｣, 이상원 역 (서울: 엠마오, 1993), 44-45. 물론 1-13절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C. E. B 

Crandfield, 1959)나 1-15절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R. A. Guelich, 1982)의 입장도 있다. 참고. 김광모, ｢마가

의 서사적 기독론｣, 137-41은 “제명”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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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암시한다.8) 넷째, 예수의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본질적 부분이지

만, 1장 35절을 근거로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적인 움직임을 제공한다는 분석은 재고해야 

한다. 다섯째, 나병환자 치유하고 내린 함구령이 열광적인 환영을 피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인한 위기 때문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9) 여섯째, 

Joanna Dewey가 분석한 선적 전개(linear development)를 상대화하기보다, 자유 모티

프10)를 고려하여 적의감의 발전적 표출로 연결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그녀가 말한 선

적 전개는 예수의 권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경쟁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2:6), “대중의 칭송에서”(2:12),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도전에

서(2:16), 예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에서(2:18; 2:24), 혐의를 찾으려는 시도에서(3:2), 죽

이려는 음모에서(3:6).

“논문 형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하겠다. 첫째, 논문구조는 다음과 같다: I. 시작말

(1:1-15):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사명, 응답; II. 열광적인 반응과 물러남(막 1:16-45); III. 

적의감(막 2:1-3:6); 결론. 서론을 추가하고, 또한 소소제목까지 가진 소제목으로 병행시켰

으면 한다. 둘째, 소제목을 일관성 있게 모티프로 표현하면 좋겠다. 셋째, 각주에서 논문제

목과 저자명에 있는 오타는 수정하기 바란다. 넷째, 참고자료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

박노식 박사의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모티프: 마가복음 1:1-3:6을 중심으로”는 마가

복음의 장르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비극으로 전제하고, 예수의 정체성과 사

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모티프와 물러남의 모티프가 그를 죽음의 상황으로 이끄는 신

학적 의도 안에서 논리적 개연성과 필연성에 따라 배열되었다고 일관성 있게 분석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화라는 신학적 관점에

서 모티프들을 점검하고 그것의 배열을 고려하면 더 균형 있는 문학적 연구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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