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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6:1-12 

1. 표징 문제: 마태복음 16:1-4  

 

1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ㄱ.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몇 조각 떡과 물고기로 한번은 어른 

남자만 오천 명, 그 다음에는 어른 남자만 사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표징을 행하셨는데도 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보여 주는 증거로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ㄴ. 예수님의 대답: 그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요나의 표징 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ㄷ. 요나의 표징: 마태복음 12 장에서도 나왔듯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동안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구원자이심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표징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불신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ㄹ.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사셨던 1 세기 유대교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다르게 이해하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그 중 한 분파입니다. 바리새 (Pharisee)는 원래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고, 이방인들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보아서, 율법과 율법을 해석하여 생활에 적용하려고 

만든 세부 규례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키려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켜야 하는 



규례들은 너무 많아지고 율법을 위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은 차츰 쇠퇴하여 외적으로 규례들을 

지키는 데에만 힘쓰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뜻은 잊고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ㅁ.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파는 제사장들과 귀족 세력들로 이루어진 유대교 분파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문서화된 오경만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고,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천사, 영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3:6-10). 바래새파와 사두개파는 대립하여 경쟁하던 두 

분파였지만,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2.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마태복음 16:5-12 

 

5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 오는 것을 잊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7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8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그 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0 또한 사천 명이 먹은 그 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1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12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ㄱ. 제자들의 적은 믿음: 굶주린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많은 광주리에 거둘 만큼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선하시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최근에 

경험했고 지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을 챙겨 오지 못한데 대해 

당황하고 걱정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에 안타까와 하시며 

꾸짖으십니다.  

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빵의 누룩을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험이 그들의 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에 있다고 하십니다.  

ㄷ.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며 영향을 주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도 보이지 않게 제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메시아로 행하신 기적들을 눈 앞에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악함과 불신의 영향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