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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0 장 35-45 절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번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싯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세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고들은 마가 8:31, 그리고 9:31 에 나옵니다. 

• 마가 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 두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같이 이야기 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아주 높은 자리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들의 요구사항과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이들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실 침례를 이야기 할 때에 그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답했지만 그대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 12:2), 요한은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계시록 1:9). 그들이 

35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1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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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하고 답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의 최측근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에서 이 둘은 베드로를 

빼놓고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다른 10 명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분개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열두 

제자들 모두가 하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였고, 각자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수님과 거의 삼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한 이해도는 이때까지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 곁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위대하고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짐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때에도 하십니다 (누가 복음 22:25-27).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만찬 중에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 장 4 절 – 

16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당부하십니다.  

• 45 절의 말씀을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 26:38-39).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한 

섬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주어집니다.  

•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몸값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회가 제공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몸값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