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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맹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 또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구약 말씀 중에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레위기 19:12, 민수기 30:2, 신명기 23:21)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이기에, 그 서원은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세우신 약속, 즉 언약 (Covenant)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9 장 9-17 절에 나오는 노아와 그 후손에게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 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2-3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그 

당시에 맹세에 대한 여러가지 율법적 관행들이 (율법이 아닌 율법을 해석하여 실천한 

방식들)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맹세에 대한 여러가지 율법 해석을 제시하면서 맹세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 장 16-22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참조). 예를 들어서 하늘,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3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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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더 나아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율법 해석의 맹점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것보다 단순히 예, 아니오 라고 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맹세의 신뢰성은 

맹세를 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 맹세 

대신 단순한 대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희거나 검게 하는 것 같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생각지 않고 맹세를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