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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은 여러가지 기능을 합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고, 상업 행위에서 화폐의 수단으로 또 비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말은 어쩌면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짠맛은 염화나트륨 

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구하던 방식 중에 암염으로부터 취하던 방식과 사해에서 소금을 만들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암염 중에서 짠맛을 내는 성분이 녹아 버린 암염 덩어리나, 사해에서 불순물이 

많이 섞인채로 만들어진, 소금같이 보이는 덩어리는 짠맛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 15 절에서 ‘말’ 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담는 용기인 ‘말’ 을 의미합니다. 

한되, 한말과 같은 그런 용기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어로는 ‘basket’ 이라고 번역합니다. 

•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 산에 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이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는 

성경 말씀들이 구약에 많습니다 (예: 이사야 2:2-5, 42:6)  

• 16 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소금과 빛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은 주위를 밝게 

해야 하듯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짠맛을 잃던지,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가지고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처럼 너희가 진짜 소금이요 빛이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들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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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 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토라’ 라고 부르던 구약의 

율법서를 의미하고 예언자들의 말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성경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 됩니다.  

•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의미들이 

담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음식, 제사, 안식일 등) 구약 

성경에 주신 가르침의 본뜻을 없애신 것은 아닙니다. 18절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8절의 일점, 일획은 히브리 말의 자음 중에 가장 작은 철자인 이오타와 여러 비슷한 

자음들을 구분하는 작은 획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실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 19절에서 계명 중에 작은 것이라는 말은 그 당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중에 어떤 것은 

작은 것, 어떤 것은 큰 것으로 분류를 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내용들은 큰 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분을 없애시고 구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 하십니다.  

•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많은 열정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 성경학자, 신학교 교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드러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난 행위로 인한 

의로움 보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의로움을 이야기 

하십니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