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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2:34-40 가장 큰 계명 

 

 
 
 
 
 
 

• 앞선 구절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장면입니다. 35 절에서 율법 교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율법 전문가’ 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질문에서 율법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 이 당시에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그 논쟁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5:19, 23:23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경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신명기 6:5 절은 히브리 말로 ‘쉐마’ 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하루 

두차례 암송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7 절에서 마음, 목숨, 뜻을 구분하여 

언급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 목숨, 뜻을 구분하여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세가지는 전체적으로 온전한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 장 18 절, 34 절에 나옵니다. 19 장 18 절은 같은 

동족인 유대사람들을, 34 절은 외국 사람들을 이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유대사람이나 이방인들을 구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은 이웃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사랑의 

의미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40 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12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앞서 나온 7 장 

12 절은 하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과 지금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나라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마태 5:17) 기억하면 오늘 말씀이 

34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35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36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9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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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해됩니다. 보퉁 구약의 율법을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모든 제사, 

명절, 의식주에 관련된 의식법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다스렸던 사회법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법이라 신약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에서 4 계명에서 안식일 규정이 주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2:41-46 다윗의 자손  

 

 

 

 

 

 
 

 

• 이제까지 질문을 받으면서 시험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따라 유대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12-

14, 이사야 11:1, 10 절). 42 절 질문의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대답하던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해 정도를 더 깊이 파고 드십니다. 

•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절은 시편 110:1 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 라고 부릅니다. 

(The Lord says to my Lord). 자신의 후손이면 ‘Lord’ 라는 단어 대신 ‘Son’ 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 성경 구절들이 연결이 되고 

있기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다윗의 

자손’ 이라는 성경 구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7 장을 보면 인자 (Son of Man) 같은 이가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에게 ‘주’ 가 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 

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16:16) 

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42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 입니다." 43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44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 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