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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형식의 말씀을 10 계명의 제 7 계명 (출애굽기 20:14), ‘간음하지 말아라’ 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간음은,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간음한 두 남녀는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10).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그러한 행위에 국한 시키지 않고, 

음욕을 품는 경우에 까지 적용하여 말씀하십니다. 

• 간음은 살인 다음으로 중대한 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에 비유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에스겔 16:32, 호세아 4:13),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유혹을 뿌리칠 

때, 간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창세기 39:9) 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간음은 사람이 자기 몸에 짓는 죄이기에 나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비유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말라기 2:14).  

• 28 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라는 부분은 단지 여자를 흘깃 쳐다보는 것 보다는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헬라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자에 대하여 간음을 할 

목적으로 보는’ 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29 절과 30 절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과격한 예를 드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음욕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과장법을 종종 사용하셨는데 마가복음 9:42-47 절의 말씀들이 좋은 

예가 됩니다. 

27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29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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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절의 말씀은 신명기 24:1 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 장 7-9 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자세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모세 시절이나 

예수님 때에도 이혼이 아주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줄이고 결혼 

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주셨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무렇게나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낸다면 결혼제도가 

얼마나 무너지고, 여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갑니다.  

• 신명기 24:1 절: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구절의 ‘수치스러운 일’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성적으로 정숙하지 않은 문제에 국한시킨 반면, 

자유롭게 해석하는 학파에서는 ‘남편의 접시를 엎는/깨뜨리는 행위’에 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32 절과 19 장 9 절에서 ‘수치스러운 일’ 을 음행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혼은 음행을 한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번역된 ‘Porneia’ 라는 핼라 말은 간음을 비롯하여 결혼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깨뜨리는, 성적으로 불결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 여기에서 한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음행을 한 경우에 이혼이 허용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음행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16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혼이 허락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마태 18:15 – 35)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31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