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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 21 절부터 5 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산상 수훈은 한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 방식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구절이 21 절, 27 절 31 절, 33 절, 38 절, 

43 절과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31 절은 약간 말의 표현이 다르지만 크게는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You have heard ……, but I say to you~~” 라는 형식입니다. 

•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던 구약 말씀과 그 말씀이 행해지던 방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식을 제시하시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구약의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고, 실천되었던 부분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고 계시다 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시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저항을 받으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1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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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르침의 첫 예로 십계명의 제 육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죽임만 생각하던 것에서 살인과 같은 차원의 악한 행동으로 

3 가지 예를 드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것, 얼간이 (라가) 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바보 (모레)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귀함에 손상이 가게 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라가’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머리가 텅빈’ 이란 의미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레’ 라는 말은 ‘바보’ 라는 의미이고, 헬라말로 

모로스 이며, 영어로 ‘Moron’ 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 22 절의 지옥 불은 게헨나로 표현되어 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힌놈의 

골짜기’ 라는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골짜기는 유다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자신들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짓을 끔찍이 싫어하셨기에 

요시야 왕이 이 골짜기를 부정하다고 선언한 이후 예루살렘의 오물을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기에, 지옥의 불을 연상시키기에 맞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 형제(자매)의 예와 고소하는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6절에서 한 푼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penny) 화폐는 그 당시 로마 동전들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코드란테스’ 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까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것이 계명의 본뜻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육 계명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