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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헤롯의 악행을 피해 피난하는 장면인데, 참고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는 약 90 마일, 150 킬로미터 가량되는 거리입니다. 

• 15 절에서 언급되는 예언은 호세아서 11 장 1 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 가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나사렛에 정착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간 일과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가고 나중에 

‘출애굽’ 을 하는 과정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18 잘 15 절에 나오는 

“나와 같은 예언자”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 비유됩니다, 

(요한 1:45, 5:46). 
 

 
 
 
 
 
 
 
 
 

• 베들레헴은 그 당시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의 숫자는 많게는 수십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헤롯의 

인품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 

• 18 절의 예언은 예레미야 31 장 15 절의 말씀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나간 곳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힌 야곱의 둘째 아내인데,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됩니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 

들에게 알아 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 

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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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 했던 상황이, 예수님을 

없애려 하는 상황과 비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헤롯은 B.C. 4 년까지 유대지방의 왕으로 있었고 그 후에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어 

받습니다.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 싯점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적 기록이라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사마리아 지방의 왕으로 약 10 년을 다스린 아켈라오는 헤롯 

못지않게 악행을 하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유대 지방은 총독에 의해 로마로 부터 직접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 본디오 빌라도 총독) 

•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2:39).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3 절 후반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도 구약에서 똑같이 언급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해석은 , 요한 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요한 1:46), 나사렛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마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신 것을 (이사야 53:3)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해석은 나사렛 

사람 (Nazarene) 이라는 말의 히브리 발음이 ‘가지 (branch)’ 라는 말의 발음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기초한 해석인데, 이사야 11 장 1 절과 예레미아 23 장 5 절 말씀들을 보면 메시야는 

다윗의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야와 연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헤롯이�죽은�뒤에,�주님의�천사가�이집트에�있는�요셉에게�꿈에�나타나서��20�

말하였다.�"일어나서,�아기와�그�어머니를�데리고�이스라엘�땅으로�가거라.�그�아기의�

목숨을�노리던�자들이�죽었다."��21��요셉이�일어나서,�아기와�그�어머니를�데리고�

이스라엘�땅으로�들어왔다.��22���그러나�요셉은,�아켈라오가�그�아버지�헤롯을�

이어서�유대�지방의�왕이�되었다는�말을�듣고,�그�곳으로�가기를�두려워하였다.�그는�꿈에�

지시를�받고,�갈릴리�지방으로�물러가서,�23��나사렛이라는�동네로�가서�살았다.�이리하여�

예언자들을�시켜서�말씀하신�바,�"그는�나사렛�사람이라고�불릴�것이다"�하신�말씀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