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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마당은성서학전공자들의연구동기를진작시키고
연구결과를발표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기위해서
매호마다구약과신약전공자들의연구논문을번갈아게재하고있다.
이를통해서성서학에대한관심이더욱깊어지고
하나님말씀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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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문의 목적과 범위

일찍이 텐네힐(Robert C. Tannehill)은 누가복음의 서사적 통일성을 강
조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서사적 흐름에 따라 분
석하였다.1) 이 책의 해당 장 제목이 이미 분명히 보여 주는 바와 같이,‘예
수와 백성 또는 무리’
“Jesus
(
the Crowd or People”
)라는 장에서 텐네힐은
백성(laov")과 무리(o[clo", o[cloi)를‘동일한 범주’
에 귀속시키면서 이들
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개괄하고 있다.2) 덴네힐에 따르면
누가복음에서‘백성 또는 무리’
는 처음에는 예수에게 매우 호의적인 인
물로 제시되다가 결국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올바로 따르지 못하
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텐네힐은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8장 10절에서 제시되는 구분, 즉‘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1)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The
Gospel according to Luke(Philadelphia: Fortess Press, 1986).

2)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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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된 자들’
과 그렇지 못한‘나머지 사람들’사이의 구분이 향후 진행
되는 서사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제시되는
단락(19:11-21:38)에서 백성과 종교적 지도자들 사이의 대조적인 반응이
다시 묘사되긴 하지만, 백성들이 결정적인 시간을 인지하고 회개하거나
제자가 된다고 그려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백성들은 종교 지
도자들을 따라‘알지 못한 상태’
(행 3:17)에서 메시아적 왕국의 평화를 거
절하는 자들로 묘사되며, 결국 이어지는 22장 이하의 단락에서‘백성의
장로들’
, 십자가 처형 현장의 백성들(22:66; 23:27, 35, 48) 등의 표현을 통
해 백성들 역시 예수의 적대자들임이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누가 서사에서‘백성’
(laov " )이라는 범주는‘무리’
(o[clo")라는 범주와 구별되어야 하며,‘백성’
이라는 등장인물만을 별도로
고려할 때,‘백성’
은 누가 서사에서 텐네힐이 분석하는 발전 과정과는 다
른 모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
의 목적은 다른 어떤 등장인물보다‘백성’
이라는 범주가 누가 서사에 내
재된 저자가 독자에게 본문 읽기 과정에서‘동일시’
(identification)를 요구
하는 중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누가 서사의 구성’
(the Composition of the Lukan narrative)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누
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백성’
이라는 캐릭터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
려는 것이다. 이로써 본고는 누가 서사에서‘백성’
이라는 캐릭터가 누적
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내재된 저자와 독자 사이의 암묵적인 대화에서 일
정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인 권고나
명령이 아니라,‘모방과 회피’
라는 독자의 내적 결단을 자극하는 일종의
‘무언의 대화’
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누가 서사를 통해‘백성’
이라는 등
장인물의 특성을 읽어 내기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본 후,‘백성’
이
언급되고 있는 단락들을 중심으로‘백성’
의 캐릭터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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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고찰들

가. 연구 방법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안되기 시작한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
은 이전의 방법론적 전제들과 절차들이 가진 엄격함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복음서 연구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편집비평은 복음서와
그 복음서의 창작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열어 주는 열쇠를 쥐어
주는 듯 했다. 복음서 연구가들이 해야 할 일이란 복음서 저자가 사용한
자료들로부터 복음서 저자의 편집적인 손길을 분별해 내고, 그렇게 추출
된 복음서 저자의 편집적 부분들로부터 그의 신학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서 저자의 편집 의도나 편집 방식에 의거하여 복음
서의 구성 및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질문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편집비평에 대한 이러한 과신은 복음서 저자에게 지나치게 많
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편집비평이야말로‘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
이되
었다는 비판적 반성으로 귀결되고 말았다.3) 일단 복음서 저자의 자유와
창의성을 인정하게 되면, 복음서 저자가 수용한 전승 자료들의 내용을 활
3) 이는 마가복음에 대한 편집비평적 연구의 인위적 성격을 지적한 위든(T. Weeden)의
표현을 빌려 쓴 것이다.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Philadelphia:
Fortess Press, 1971), 2. 아울러 텐네힐의 다음과 같은 평가도 참조하라:“편집 비평은
개별 복음서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편집
비평의) 일차적인 관심은 종종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원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추가
한 첨가들이나 변형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곤 한다. 더군다나, 원 자료에 대한 첨가
들이나 변형들은 그것 자체로는 저자의 관심이나 강조점을 드러내 주지 않는다. 어
떤 작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논리적으로 그 작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기원에 대한 질문과 별개의 것이다.”Robert C. Tannehill,“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Journal of Religion, vol 57/4 (1977),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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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자유를 행사하
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
므로 편집비평은 주어진 본문에서 도출해 낸 편집구들에 기초하여 복음
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유추하고 다시 거기에 기초하여 본문을 읽게 되
는 순환논법의 오류에 빠질 위험 이외에도,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독법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4) 무엇보다 편집비평의 한계는 복음서의‘플롯 전
개’
를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서의 서사와 극적 움직임의 그 어떤
의미도 독자들에게 전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자들은 종종
그것이 무엇이든 모종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체의
감각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5)
이에 따라 복음서 이야기의 서사와 극적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복음서
저자의 서사적 창의성이 더욱 강조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학 비
평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비평은 상대적으로 복음서
와 관련한 다양한 공동체적∙문화적∙종교적∙사회적∙역사적 제(諸) 정
황에 소홀하게 되었고, 방법론적으로도 체계적인 통일성(systemic integrity)
이나 철학적 기반들(philosophical underpinnings)에 견고하게 터하지 못한
4)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관심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독법으로 본문을 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교부시대나 중세시대에 통용되던 알레고리 해석을 생각나게 한
다.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은 본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 즉 은유적으로 암
시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의미들을 읽어 내려는 것이다. 본
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의 상황이나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읽어 내
려는 것은 역사적 재구성의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알레고리적인 읽기의 위
험도 내포하고 있다.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eds. Mark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Minneapolis: Fortress Press, 22008), 9.

5) 이러한 비판은 W. D. Davies and Dale C. Allison,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 1: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Matthew IVII(Edinburgh: T&T Clark, 1988)에 대한 킹스베리(Jack Dean Kingsbury)의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J. D. Kingsbury,“Review of Davies and Allison,”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0(1991): 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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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다양한 해석학적 모델들의 단편과 조각들을 빌려서 얼기설기 구축한
절충주의(eclecticism)의 모습을 보여 주곤 했다.6) 다르(John A. Darr)에 따
르면 이와 같은 애호가적인 태도(dilettantism)7) 이외에도 문학비평이 직면
한 또 하나의 난점은 이른바 본문이 가진“환경적 치환”
(environmental
displacement)이라는 정황이다.8) 해석되는 과거의 본문(예를 들어 복음서)
은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서사라는 사실로 인해 해석자로부터 연대
기적∙문화적‘거리’
(distance)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문학비평은
이러한‘거리’
를 좁히려는 역사적 노력을 소홀히 여겨 왔으며, 이로 인해
현대의 문학비평 방법들을 고대 문헌에 적용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읽기
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본문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본문의 문학적 서술 과정을 중시하
면서 동시에 본문이 가진‘거리’
를 좁히려는 역사적 노력을 병행하는 것
은 균형 잡힌 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대의 문학 비평적인 읽기 방식을 본문에 적용하기보다는, 당
대의 문화적 특정들을 고려하여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을 제시하
6)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The Reader and the Rhetoric of Characterization in LukeActs(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3. 일반 문학비평이 1930-40년
대를 거치면서 이른바‘신비평’
(New Criticism)의 도래로 말미암아‘저자의 의도’
(author’
s intention)는 해석 과정과 별개라고 선언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
면서 점진적으로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해체(deconstruction)에 의해 대체되어 갔다
는 점을 기억할 때, 지난 반세기 동안 복음서의 문학비평은 저자의 서사적 창의성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저자에게 훨씬 더 예리한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무어(Stephen D. Moore)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성서학과 문학
은 평행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질주하는 두 대의 기차와 같았다”
고 묘사한다.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eds. Mark & Method, 10.

7)“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문학 비평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애호가적인 상
태(dilettantes)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비평적 이론들에 대한 지난한 독서를 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Stephen D. Moore,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Theoretical
Challenge(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78.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Introduction”각주 3에서 재인용.
8)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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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울러 1세기 독자들의 본문 읽기 방법에 따라 누가복음 서사를‘저
자와 독자 사이의 암묵적인 대화’
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에 대해서는 문학적 연구과 역
사적 연구의 균형을 강조한 다르(John A. Darr)의 제안을 수용하고, 1세기
독자들의 본문 읽기 방식에 있어서는 위든(Theodore L. Weeden)의 제안
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나. 해석자가 구축한 1세기 독자들

다르(John A. Darr)는 역사적 본문의 실제 독자를 상정함에 있어서 해
석자는 본문 읽기 과정을 통해서 해석자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들을
독자에게 스며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본문 자
체로부터의 추론 및 당대의 문학적 산물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다소
불완전할지언정) 해석자와는 시공간적인 차이를 가지는 독자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9) 당대의 문학적 산물들에 기초하여 다르는 우
선 독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1세기 후반 지중해 세계의 문화적으로 소양 있
는 인물로서 당대의 문화적 문법들과 사회 규범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삶을 영위하였다. 그(녀)는 로마제국과 관련한 기초적인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인종적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며, 제국이 어떻
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독자
는 또한 당대의 주요 도시들과 민족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상투적인 지
식을 갖고 있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이며, 예루살렘은 최근에
일어난 폭동과 그에 따른 멸망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수도였다는 것들
말이다. [독자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일반적이고도 공공연하며
9)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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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지식이 전제될 수 있다.10)

다르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더불어 누가복음 읽기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보다 흥미로운 사항을 제안한다. 그것은 독자들이 당시 널리
읽히던 그레코-로만 문학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점이다.11) 이러한 점은 누
가복음을 당대의 문학 작품들과 대조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러
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식자들’
(literati)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작품들에 익숙했던 하층 또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을 위
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누가는 신약
성경 서사들 가운데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지만, 여전히‘대중 문학’
(popular
literature)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12)
다르는 누가의 독자가 1세기 후반 그레코-로만의 일반 독자들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성경(LXX)에 대한
독자들의 친숙한 지식을 제안한다. 누가-행전은 칠십인역의 언어와 심상,
배경과 풍미가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이다.13) 나아가 누가-행전을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십인역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유대인들의 성경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행전은 광범위한 유대 전승 흐름
10)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같은 곳.

11) 초대교회 교부들이 누가복음의 문학적 탁월성을 묘사하는 여러 용어들이 당대 수사
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들과 병행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누가복음의 독자뿐 아
니라, 저자 누가 역시 당대 수사학에 매우 정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팔슨스
(Mikeal C. Parsons)의 주장도 이러한 제안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Mikeal C.
Parsons, Luke: Storyteller, Interpreter, Evangelist(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7), 15-39.
12)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8; D. E. Aune, The New Testament in Its Literary
Environment(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77.
13)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28. 예를 들어 직접 인용, 문체 모방, 인물 유형
의 차용, 배경, 다양한 암시들이 누가-행전과 칠십인역 사이의 문학적 연관성을 보
여 주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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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었지만 고도로 헬라화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추
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14) 필자는 누가복음 독자들에 대한 이러한 다르
의 논의는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백성’
이라는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분
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이“광범
위한 유대 전승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헬라화된 독자들”
이라는 점은 누
가복음의 독자들이 누가복음 서사 곳곳에 배어 있는 유대적 배경에 의거
하여 백성의 용례를 파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
서 제시되는 문학 작품에 대한‘헬라적 독법’
과 더불어 1세기 누가복음
의 독자들이 누가의 서사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요긴하
다고 할 것이다.15)

다. 내재된 저자와 독자와의 암묵적 대화로서의 누가 서사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일반적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문법들을 해독
할 소양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중 문학에 익숙했을 것
이라는 점은 누가복음 서사를 읽는 데 있어서 1세기 그레코-로만 독자
들의 읽기 방식을 고려하게 만든다. 1세기를 전후로 한 그레코-로만 문
학 교육은 과거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에 대한 다소 현학적인 연구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위든(T. J. Weeden)의 설명에 따르면 당대의 독자
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였다:16)
14)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같은 곳.

15) 현대의 문학 비평적인 방법을 누가 서사에 적용하지 않고, 1세기의 역사적 독자들
을 상정한 후, 그들이 가진 배경과 독법에 의거하여 누가 서사를 읽는 것은 자연스
럽게‘1세기 독자의 반응’
에 의거한 일종의 독자-반응(Reader-response) 읽기를 포
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 이어지는 논의는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 12-15를 주로
참고한 것이며, 위든 역시 이 부분의 논의를 H. I. Marrou,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eorge Lamb(New York: Sheed and Ward, 1956)에 상당부분 의존하
고 있다.

168

2009년 겨울호 성서마당

우선 학생들에게 작품을 제시하기 전에 문학 교사는 해당 작품의 요약
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극적인 설명을 곁
들였다. 대강의 줄거리가 학생들에게 인지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
할 본문을 제시한 후 해당 작품을“실감나게 읽을 수 있도록”안내하였
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내용이 숙지되면 해당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넘
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어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저자가 즐겨
쓰는 용어들에 대한 관찰, 등장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루
어졌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특히 등장인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
구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한‘평가’
(judgement)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사상과 행동으로부터 모종의 도덕
적인 원리들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평가에는 고대 작품에 등장하는 영웅
들은 인간의 미덕과 악덕에 대한 일종의 모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전
제되어 있었다.17) 그리고 이처럼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해당 작품
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던 헬라 교육 관행은 로마시대에
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중요한 점은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서 등장인물을
강조하는 관행이 고대 저자들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만 한정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원리는 문학 창작에도 고스란히 전
용되었다. 예를 들어 당대의 역사가들은 엄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관
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독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선악에 있어서 엄
격한 해석’
(moralistic interpretation)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도 관심
17) 특히 서사 내에서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내재된 저자의 평가는 저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후에 거부되거나 수정될 관
점이 아니라 내재된 저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 한, 독자들에게 권고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권고는 독자들의 상황과 필요들에 대한 저자의 인
식을 반영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과 직접 대화하게 되며
동시에 제시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Robert C.
Tannehill,“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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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을 고려할 때, 당대의 역사는 덕스러운 삶
을 고양하고 타락한 삶을 지양하도록 자극하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역사의 의미에 대한 Livy의 관점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독자들이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문들
이 존재한다-삶과 도덕이란 무엇과 같은가? 평화롭건 전쟁 중이건 간
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제국이 확립되고
확장되어 가는가? 어떻게 도덕이 점점 몰락하여 결국 우리를 오늘의 상
황에 이르게 하였는지 주목하여 보라! 역사 연구를 건전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 즉 이목을 끄는 유적 위에 새겨진 일체의 경험
들이 주는 교훈을 보는 것이다. 이것들로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
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모방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것들로부터 개념적으로 수치스러운 것과 결과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
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라.18)

누가가 당대의 문학 작품 창작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을 따랐으며, 누
가복음의 독자들이 당대의 대중 문학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다면, 누가 역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
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며 독자 역시 누구를 모방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모방과 회피’
라는 틀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매
개로 진행되는 누가와 독자들과의‘간접적인 무언의 대화’
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18) Titus Livius, Ab Urbe Condita, trans. B. O. Foster, Leob Classical Library(London: William
Heinemann, 1919), 5-7. Theodore J. Weeden, Sr, Mark: Traditions in Conflict, 15에서
재인용하였으며, 강조는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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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1세기 독자들의 누가복
음 읽기와 그에 따른 반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칠십인역(LXX)으로 대변되는 구약성경
과 유대교 전승에 익숙했던 자들로서 구약의 사상과 용례들을 잘 알고 있
었을 것이며, 동시에 당대 헬라 문학에 익숙했던 자들로서‘모방과 회피’
라는 일반적 읽기 방식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백성’
과 관련된 누가의 서술이 보여 주는 유대적인 배경19)을
간파하면서 그 배경에 의거하여‘백성’
이라는 등장인물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특징과 다른 인물(특히 예수)과의 관계에 주목하
면서‘모방과 회피’
라는 기준에 의거하여‘백성’
을 평가했을 것이다.

라.‘백성’이라는 캐릭터가 제시되는 방식

그렇다면 누가복음 서사에서 백성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
는가?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 백성이라는 캐릭
터를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을 누가와 독자
들과의‘간접적인 무언의 대화’
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화에서 누가(또는
내재된 저자)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예수의 관점과
함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예수와 백성들과의 관
계 변화’
를 추적함으로써, 거기에서 드러나는 백성들에 대한 평가나 묘사
가 내재된 저자의 주요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독자에게 암묵적인 대화를 건넨다는 전제
하에 예수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백성들과 예수 사이의 관계가 백성들의 행태를 평가하는 일차
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제시되는 백성들과 이야기에
19) 아래의‘백성’
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보라.

성서학 연구논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누가복음의‘백성’
(laov")에 관한 연구

171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역시 간략하게나마 다룰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우리는 텐네힐 자신이 이미 마가복음 서사에 등장하는 제자들
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틀인 유사성(similarity)과 대조(contrast),
지지(support)와 반대(opposition)에 입각하여,20) 누가복음 서사에서 예수와
백성들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1세기
독자들이 누가복음의 서사를 읽었을 때,‘백성’
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중
립적인 청중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모방과 회피’
라는 신앙적 판단을 제
안하고 환기시키는 주요한 등장인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I. 누가 서사에서 백성

가. 탄생 기사에서의 백성(1-2장)

본 단락에서‘백성’
(laov")이라는 용어는 1장 10절, 17절, 21절, 68절,
77절, 2장 10절, 31절, 32절에 각 1회씩 총 8회 등장한다. 이 가운데 3회
(1:10, 17, 21)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듣는 장면에
서 언급되고, 2회(1:68, 77)는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
해서 예언하는 장면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3회(2:10, 31, 32)는 예
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에서 언급되는 백성이라는 용어 가
운데 2회(1:10, 21)는 일반적인 의미의‘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
다.21) 이들은 아마도 사가랴가 저녁 분향을 드리는 동안에 남자와 여인의
20) Robert C. Tannehill,“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 402.

2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The Anchor Bible 28A(New York:
Doubleday, 198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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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출 30:7-8; 단 9:21; 행
3:1).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스가랴는 분향단을 청결하게 하고 새로운 분
향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홀로‘주의 성전에’
(eij"
to;n nao;n tou' kurivou, 9절) 들어갔으며, 뜰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
(백성)은 그가 지체하지 않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모든 백
성’
(pa'n to; plh'qo" tou' laou', 10절)이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
음에도22) 사가랴가 예기치 못할 요한의 탄생 예고로 인해 지체함으로써
백성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가랴가 전해
들은 탄생 예고의 성취 과정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본 단락의
10절과 21절에서 제시되는‘백성’
은 특정 집단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일
반 대중을 뜻하지만, 독자들을 대신하여 사갸랴에게 전해진 예언의 의미
와 그것의 성취에 대해‘놀라워하는’
(ejqauvmazon)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23)
본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의“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kurivw/
lao;n kateskeuasmevnon)이라는 표현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백성’
이라
는 용어이다. 17절은 15절부터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설명의
일부인데, 여기에서‘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은 문자적으로‘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
라는 뜻으로,24) 16절의‘이스라엘 자손’
과 병행을 이룬다. 16
22) 이는 누가 특유의 수사적 과장법이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24.

23)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기사에서 qaumavzw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
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보는 자들(이웃/친족[1:63], 목자[2:18], 부모[2:33]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무엇보다 4장 22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이른바
‘취임 설교’
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4) 여격으로 표현된 kurivw/는‘유익의 여격’
(dativus commodi)으로 이해하여 개역개정의
번역처럼“주를 위하여”
(for the Lord)라고 번역할 수 있다.‘백성이 주님을 위해 준
비되었다’
는 말은‘준비된’
이라는 동작의 목적 또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주님’
이
라는 뜻이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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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인데, 17절은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성격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25) 그것은‘아버지들(즉 조상들)의 마음’
(kardiva" patevrwn)
과‘불순종하는 자들’
(ajpeiqei'")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누가 서사에서
‘아버지’
(조상)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묘사되며(6:23, 26; 11:4748), 사회적으로도 로마 제국 내에서‘아버지’
는 어머니에 비해서 엄하고
완고한 것으로 여겨졌다.26) 17절의‘주를 위해 준비된 백성’
은 16절의‘이
스라엘 자손’
과 병행을 이룰 뿐 아니라‘아버지와 불순종하는 자들’
과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천사의 예언에 따르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
하는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
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백성을 돌이켜 준비시키는 세례 요
한의 사명은 이어지는 서사(3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칠십인역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종말
적 구원 약속을 기억시켜 주고, 이러한 예언에 익숙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준비된 백성’
의 정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
탄생 기사에서 백성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세례 요한의 운명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에서 나타난다. 먼저 68절에서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돌보심’
의 대상이자, 내용적으로 이스라엘과 동일시된다. 하나님은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가 돌보시는 이스라엘은 그의‘백성’
이라고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돌보셨다’
고 번역된 ejpeskevyato는‘방문하셨
다’
라는 뜻으로 다양한 형식의 구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
(창 21:1; 출 4:31; 룻 1:6; 시 79:14; 렘 15:15 등, cf. CD 1.7; T. Levi. 4.4;
25)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ns Publishing Company, 1997), 76.

26)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76-77. 누가는 여기에서‘아버지-자녀’
라는 가
족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는 칠십인역(말 3:23)을 명시적
으로 인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2장 27, 41, 43절 등에서처럼 가족 관계를 뜻하
는‘부모’
(oiJ gonei'")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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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Jud. 23.5 등도 참조)을 뜻하는

dqp 를

번역하기 위해서 칠십인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27) 이어지는 78절에서 이러한 방문의 모티프가
재차 나타나는데(ejpiskevyetai hJma'" ajnatolh; ejx u{you", 문자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여명[싹]이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 7:16; 행 15:14 참조),
앞선 77절에서 백성은‘주님의 백성’
(문자적으로는‘그의 백성’
[tw'/ law'/
aujtou'], 68절의 kuvrio" oJ qeov" tou' ∆Israhvl 참조)으로 묘사되고, 이어
지는 79절에서는‘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toi'" ejn skovtei kai;
skia'/ qanavtou kaqhmevnoi")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종국에 평강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칠십인역은 ajnatolhv를‘가지/싹’
을 뜻하는 jm'x,를 옮기기 위해서 사
용하고 있는데, 매번 다윗의 가지를 지칭한다(렘 23:5; 슥 3:8; 6:12, 사 60:3
도 참조). 이 용어의 용례가 어떠하든지 간에 78절은 68절의 함의를 반복
하고 있다.28) 따라서 본 단락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지만
속량과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들’
(oiJ ejn skovtei kai; skia'/ qanavtou kaqhvmenoi)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방문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구원
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신 것이다(69, 78절).‘어둠과 죽음
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라는 표현은 향후 예수의 취임 설교에서 인용된
27) John Nolland, Luke 1-9:20, Word Biblical Commentary 35A(Texas: Word Books,
1989), 86.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단어가 dqp를 번역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며, 성서 외적인 헬라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다메섹
문서 1:7-11에서는 히브리어 dqp가 하나님이 유사한‘방문’
을 통해 의의 교사를 일
으키셨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83.

28) 이 용어가 메시아적 타이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구약의 일부 본문에
서는‘다윗의 가지(싹)’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싹
이 빛을 비추다’
라는 모티브는 누가복음 1장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보다 상세한 논
의를 위해서는 John Nolland, Luke 1-9:20, 90;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387을 보라.

성서학 연구논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누가복음의‘백성’
(laov")에 관한 연구

175

이사야 61장 1절의 묘사와 내용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세례 요한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게 될 대상인‘백성’
이 바로 예수
사역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이어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백성’
이 재차 언급되고 있
다. 2장 10절에 따르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온 백성에게(panti; tw' /
law'/)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다. 여기에서도 백성은 큰 기쁨의 좋
은 소식을 전해 받을 대상들로 언급된다. 나아가서 이들은 14절의 천사들
의 찬송에서‘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ajnqrwvpoi euvdokiva")로 달리
표현된다. 14절의 ajnqrwvpoi eujdokiva"는‘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men
of good will)이 아니라,‘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people whom
he[God] favors)이다.29) 여기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 사역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탄생 기사에서‘백성’
은 시므온의 찬송
에 다시 등장하는데, 31절에서‘주님의 구원’
(to; swthvriovn sou)이라고
언급된 예수의 탄생, 또는 예수 자신은‘만민을 위해서’
(kata; provswpon
pavntwn tw'n law'n) 준비된 것으로,30) 32절에서는‘주의 백성 이스라엘
의 영광’
(dovxa laou' sou ∆Israhvl)이라고 찬송된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
가 이 구절에서‘백성’
의 외연을 이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1
절의‘백성’
은 칠십인역 이사야 52장 10절의 영향을 받아‘모든 나라들’
에 상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행 4:25 이하 참조),31) 32절의‘백성’
은‘이스라엘’
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1:68, 77 참조).32) 이어지는 34절

2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11; John Nolland, Luke 1-9:20,
109.

30) 세례 요한이 준비된 백성을‘준비시키듯이’
(1:17, ejtoimavsai), 주의 구원도‘준비된
것’
(hJtoivmasa")이다.
31) 이와는 달리 본문의 laov"를 LXX의 ejqnw'n(gentiles)의 반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히브리어

µywgh(nations)의

번역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John Nolland, Luke 1-

9:20, 120을 보라.
32) John Nolland, Luke 1-9:20,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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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
(pollw'n ejn tw'/ ∆Israhvl)을 예수 사역
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들을‘흥함’
과‘패함’
과‘비방함’
이라는 범주로
세분화한다. 그러므로 예수 사역의 대상이 되는‘백성’
의 실질적 외연은
모든 민족 전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백성’
은 이방 민족의 일부와 이스라엘의 일부를 아우르는 집단이다(38절
의‘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pa'sin toi'" prosdecomevnoi"
luvtrwsin ∆Ierousalhvm]도 참조).
요약하자면 탄생기사에서‘백성’
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을 돌
이키고‘하나님을 위해 세운 백성’
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대
상이자,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구원과
긍휼의 대상이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으나, 결국 평강
의 길로 인도될 자들이다(79). 아울러 이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받는 대상이자 하나님의 호의의 당사자들로서‘주의 구원’
의 수혜자들이
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약속과는 별도로 이들의 구체적인 외연이나 성격
은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독자들은‘백성’
의 구체적
인 모습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백성’
이 향후 전개될 하나님의
‘돌보심’
의 대상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세례 요한과 백성(3장)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에 관해 보도하는 3장에서‘백성’
은 15, 18, 21
절에서 세 번 등장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설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무리들’
(o[clo")과‘백성’
(laov")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7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비판은‘무리들’
을 향해 있고, 세
례 요한의 경고를 들은‘무리들’
은‘무엇을 하여야 할지’
(10절, tiv ou\n
poihvswmen) 묻는다(행 2:37의 tiv poihvswmen도 참조). 7절에서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
로 불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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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다(9절)는 경고와 위협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15절의‘백성’
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prosdokw'nto" tou' laou')이다. 18절에서는
이들이 요한에게서‘권고를 받고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
로 묘사된다. 이
들은 7절이나 10절의‘무리들’
을 지칭하기 위한 또 다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1:33, 68, 77; 2:10, 32 등)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
들이다.33) 나아가 21절에서는 백성이 예수와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로 소개된다.34) 앞선 7절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온 자들은 기
실‘무리들’
이었지만 이어지는 서사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직접적
인 언급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16절의 세례의 대상도‘백성’
이다). 그러나
21절에서‘백성들’
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묘사는 백성과 예수의 유사성(similarity)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무엇보다 세례 기사가 시작되는 종속절(ejgevneto de; ejn tw'/ baptisqh'nai
a{panta to;n laovn)은 이 단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백성들’
과 예수와의 연
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세례라는 의식적 행동(ritual act)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지향성을 공유한다.35) 앞선 1장
16절 이하와 77절에서 제시된 세례 요한의 사명(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
게 하고, 죄 사함을 위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3장 3절의‘죄 사함을 받
게 하는 회개의 세례’
(bavptisma metanoiva" eij" a[fesin aJmartiw'n)로

33) John Nolland, Luke 1-9:20, 150.

34) 21절의‘백성’
을 앞에서 언급된 모든 무리들(7, 10, 12, 14)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15절에서 새롭게 언급되는 백성들의 관심사는 이전의 세례 요한의
설교와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그리스도’
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기다림은
바로 이전에‘무리들을 향해’제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윤리적 설교와 상관없는
종말론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71.
35)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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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고,‘백성들’
이 이에 응답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듯 백
성들은 세례에 동참한 예수와‘유사성’
(similarity)을 보여 주는 동시에‘무
리들’
과는 조금씩‘대조’
(contrast)를 보여 준다.
‘백성’
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15절에서
‘그리스도’
에 대한 대망을‘모든 사람’
(dialogizomevnwn pavntwn)과 연
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6절에서도 사도 요한의 답변은‘모든 사람에
게’주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례와 향후에 이루어질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36)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모
든 사람’
은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를 포함하는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
단계까지는 백성과 지도자들 간에 별다른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7)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구별된
다(아래의“성전에서의 예수와 백성”
에 관한 논의 참조).

다. 갈릴리에서의 예수와 백성(6-7장)

예수의 세례 시에 마지막으로 등장했던‘백성’
들은 이른바‘평지설교’
(the sermon on the plain)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단락에서 백성들은 평지
설교의 청중들로 언급된다.38) 17절에서 백성들은 평지설교가 시작되기 전
36)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180.

3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483.
이라는 제하에 한 단락으로 구
38) 엘리스(E. Eerle Ellis)는 6장 17-49절을‘great sermon’
획한다. E. Eerle Ellis, The Gospel of Luke,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Grand
Rapids: Eerdmanns Publishing Co., 1981), 111.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 역시
이라는 제하에 한 단락으로 구획한다. Joseph
6장 12-49절을‘the preaching of Jesus’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37. 학자마다 평지설교와 관련된 단락
구분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6장 20-49절까지의 설교
를‘평지설교’
라고 구획하는 데 동의하지만, 6장 12-19절이나 17-19절을‘제자들
을 향한 설교’
라는 제하에 평지설교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별도로 다루기도 한다.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260; John Nolland, Luke 1-9:20, 273; E. Schwe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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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평지에 선 예수와 같이
언급된다. 이들은“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으로부터 온
자들”
로서 이는 2장 10절과 31절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 백성들은
18절에서“그[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들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왔다”
(oi} h\lqon ajkou'sai aujtou' kai; ijaqh'nai ajpo; tw'n novswn aujtw'n)고 묘
사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20절에서 청중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과 더
불어 평지설교의 청중들이다. 이러한 점은 평지설교를 다 마쳤다고 진술
되는 7장 1절에서 재차 확인된다. 7장 1절에서 예수는‘제자들에게’들려
주던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라,‘백성들에게’들려주시던 설교의 말씀을
마친다. 자료의 배열이나 편집적인 손길 유무와 상관없이, 누가의 서사에
따르면 6장 20절부터 시작되어 49절에서 종결된 예수의 말씀은‘백성들
의 경청을 지향하고’
(eij" ta;" ajkoav" tou' laou')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백성’
은 6장 12절 이하에서‘사도’
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가 구성하기를 원했던 공동체의 지위와 실천
사항들을 전해 들은 직접적인 청중이자 초청과 도전의 말씀을 공유한‘예
비 추종자’
(prospective followers)가 된다.39) 예수와 백성들과의 유대성은 이
어지는 7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7장 11절 이하에서 서술되는 나
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에서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
(16절, ejpeskevyato oJ qeo;" to;n
lao;n aujtou')으로 평가한다. 이는 1장 68절의 사가랴의 예언을 상기시킨
다. 1장 68절에서 사갸랴는“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방
문하사] 속량하셨다”
고 찬송하고 있는데,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방
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이적적인 능력

The Good News according to Luke, trans. David E. Green(Atlanta: John Knox Press, 1984),
114; I.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ns Publishing Co., 1978, 1995), 241.

39)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2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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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구현된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직접적인 수혜자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7장 29절에서‘백
성’
은“세리들과 함께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baptisqev n te' to;
bavptisma ∆Iwavnnou)고 묘사되는데, 이러한 백성의 모습은 세례를 거부
함으로써‘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30절, th;n boulh;n tou' qeou' hjqevthsan)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여 준다. 백성들은 단순한 은
혜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과 방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사역에
관한 서사가 진행되면서 호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점차 예수와 갈등
을 빚어 가는‘무리들’
의 캐릭터와 좋은‘대조’
(contrast)를 이룬다(6:4649; 8:21; 9:23-27, 57-62; 11:14-36 등 참조).40)
아울러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누가 자신의 독특한 용법
이라고 여겨지는데(1:68, 78; 7:16), 이 구절들이 보여 주는 기질(ethos)은
전적으로 유대적인 것이다. 누가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하
심으로서의 예수의 사역을 유대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41) 이는 누가 서사에서‘백성’
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중립적인
청중들이 아니라, 칠십인역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 구약의 전통을 상기시
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보심과 속량을 이루어갈 대상으로 제시되
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42)

40) 텐네힐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는 여러 말씀들과 비유들을 통해서‘말씀을 행하는 것
과 엄격한 제자도’
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서사가 진행되면서‘무리들’
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과 점차 긴장관계를 이룬다.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66.

41) John Nolland, Luke 1-9:20, 323.
42) 그러나 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철저하게 표명되는 것은 아니다. 1장 10절, 21
절, 8장 43절이나 9장 13절에 나오는‘백성’
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무리/사람들’
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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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와 백성(18-21장)

이른바‘여행사화’
(travel narrative)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에 대
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긴 여행 단락에서 가르침의 주된 대상
이‘제자들’
이었다면(10:23; 11:1; 12:1, 8, 22; 14:26, 16:1; 17:1; 18:1 등),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르침의 주
된 대상은‘백성’
들이다. 이 단락에서 백성은 여리고성의 맹인을 고쳐 주
는 장면(18:35-43)에서부터 재차 등장하는데, 이 이적의 핵심이‘치유’
가
아니라‘보고 따름’
(18:43)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43) 이를 보고 하나님
을 찬양한‘백성’
은 단순히 맹인의 치유만을 놀라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과 따름’
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3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와 분명
한 대조를 보여 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게 하기 위함”
(18:31)이라고 밝힌 예수는 곧 이어
인자의 수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자들 자신은 이것을‘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aujtoi; oujde;n touvtwn sunh'kan). 그러나 이어지는 맹인 치유
에서 백성들은‘예루살렘을 향해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는’
(37절,
parevrcetai)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눈을 뜬 후 예수를 따
르는 것(hjkolouvqei, 9:21 이하 참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백성들은 예수를 간접적으로나마‘지지’
하고 있는 것이다.
19장 47절과 48절, 20장 9절, 19절, 26절, 45절, 21장 38절에서 백성은
공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청중이자, 그 말씀에 반대하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백성들은 단락 전체에
44) 이는 여행사화에서
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3)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The Anchor Bible 28B(New
York: Doubleday, 1985), 1214;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665.

44) John Nolland, Luke 18:35-24:53, Word Biblical Commentary 35C(Texas: Word
Books, 199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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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던 제자들의 역할을 대체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20:45 참조). 예
수에 대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태도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19:47; 20:2, 19,
26 등), 수난 예고에 대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제자들’
은 이후 입
성 준비 차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과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잠깐 언급
될 뿐, 20장 45절을 제외한다면 입성 이후부터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
서의 기도 장면에 이르기까지 서사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 반해, 백성
들은 반복적으로 지도자들과 대조를 보이면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단락에서 백성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
수의 말씀에‘귀를 기울여 듣고’
(19:48, ejxekrevmato aujtou' ajkouvwn), 그
들을 향한 예수의‘가르침을 받으며’
(20:1, didav s konto" auj t ou' to; n
lao;n ejn tw'/ iJerw'),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요한을‘선지자로
인정하며’
(20:6, pepeismevno" gavr ekstin ∆Iwavnnhn profhvthn ei\nai),
‘비유 말씀의 대상이 되고’(20:9, pro; " to; n lao; n lev g ein th; n
parabolhvn),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여‘예수를 해하지 못하는 이유’
(20:19,
26, ejfobhvqhsan to;n laovn)가 된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제자들과 더
불어‘말씀을 듣고’
(20:45, ajkouvonto" de; panto;" tou' laou' ei\pen toi'"
maqhtai'"),45) 말씀들 듣기 위해서‘이른 아침부터 성전을 찾는’
(21:38,
pa'" oJ lao;" w[rqrizen pro;" aujto;n ejn tw'/ iJerw'/ ajkouvein aujtou') 자들
이다. 본 단락에서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와 깊이 유대관계를 맺
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를 지지하는(support)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장 23절에 나타나는 백성에 대한 언급은 향후 백성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23절에서 누가의 예수는 그 때에“이 백성
에게 진노가 있을 것”
이라고 경고한다. 21장 20-24절은 19장 41-44절에
서 전술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애가를 떠오르게 한다. 예수는 그 애
가에서 예루살렘이“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고 애통해 하는데,‘평
45) 누가의 편집적 수정에 주목하라. 누가는 백성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마가의 본문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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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한 일’
이란 이전 38절의 백성들의 환호성(
‘하늘에는 평화’
[ej n
oujranw'/ eijrhvnh])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46) 더 이전의 2장 10절의 천
사들의 찬송(
‘땅에는 평화’
[ejpi; gh'/ eijrhvnh])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는 41절의 표현은 44절에서‘보살핌을 받는
날’
을 알지 못한다고 달리 표현된다.‘보살핌을 받는 날’
(to;n kairo;n th'/
ejpiskoph'" sou)이란‘너의 방문의 때(즉 너를 방문하는 때)’
라는 뜻으
로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칠십인역 예레미야 6장 15
절의 ejn kairw'/ ejpiskoph'" aujtw'n‘그들의
(
방문의 때’
)을 반영할 수도
있다.47)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전 서사의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언급들
(1:68, 78; 7:16)을 떠올리게 하며, 따라서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의 예루
살렘 입성으로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예수의 사역 전체를 언급하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8)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애가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현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한 비탄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며, 예수는 이들이 종국에 하나님의 방문을 거부함으로
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1장 20절 이
하의 단락에서는 동일한 경고가 반복되면서 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 줄곧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경청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후 서사에서 백성의 태도
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다고 할 것
이다.

46) John Nolland, Luke 18:35-24:53, 932.

4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59.
48)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690;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719;
John Nolland, Luke 18:35-24:53,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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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난 받는 예수와 백성(22-23장)

21장 23절에서 미리 암시된 백성의 태도는 22장 1절부터 전개되는 예
수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에서 극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 단락에서
백성은 22장 2절, 66절, 23장 5절, 13절, 14절, 27절, 35절에서 총 7회 언
급된다. 22절에서는 이전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
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묘사되고 있지만,‘백성’
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모하여 예수를 공회에서 정죄하자 산헤드린
의 모든 구성원들(23:1, 문자적으로는‘그들의 모든 모임이’
, a{ p an to;
plh'qo" aujtw'n)이49) 이에 동조하게 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강성해
지자(23:5a) 급기야 백성들도 이 무리에 동조하기 시작한다(23:13).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백성을 소동하게 하고(23:5b, ajnaseivei to;n laovn),
미혹하게 하는 자(23:14, ajpostrevfonta to;n laovn)’
라고 정죄하지만 기
실 백성을 소동케 하고 미혹하는 자들은 지도자들 자신이며, 백성들은 결
국 그들의 미혹에 소리를 지르며‘소동하게 된다’
(23:18, ajnevkragon, 21,
ej p efwv n oun).‘몰려와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
(5:1, to; n o[ c lon
ejpikei'sqai)가 서사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예수의 말씀과 진의를 헤아리
지 못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간 것처럼, 백성들 역시 무리들과 합세한 후
‘큰 목소리로 몰려들어’
(23:23, ejpevkeinto fwnai'" megavlai") 예수를 십
자가에 못 박도록 재촉하면서 극단적인‘반대’
(opposition)를 표명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태도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처럼 끝까지 예수
를 반대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종결되지 않는다.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
백성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자들
(hjkolouvqei de; aujtw'/ polu; plh'qo" tou' laou')로 소개된다. 비록‘따르
다’
라는 단어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묘사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49)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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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지만, 백성은 이미 이전 서사에서 그들을 특징짓던 반목(antagonism)
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50) 그리고 이어
지는 35절에서 백성은 비웃는 관리들이나 희롱하는 군인들과는‘대조’
를
이루면서 서서 광경을 쳐다보는(qewrw'n) 자들로 담담하게 묘사된다. 이
는 시편 22편 8-9절(LXX 21:8b)의“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지만,51) 관리들과의 대조를 통해 교정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52) 오히려 이는 수수방관하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사의 이 단계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분리되는”태도로
서,53)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무리들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이다(48절).
예수의 재판에서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던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 장
면에 이르러 재차 극적인 재역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 이후 모습을 감춘 제자들과는 달리 재판 장면에서 예수
의 반대편에 섰던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서사의 절정에서 극적인
태도 전환을 보여 주게 되고, 이어지는 엠마오 도상에서의 이야기에서 마
지막으로‘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peri; ∆Ihsou' tou' Nazarhnou')이 바
로 자신들 앞에서 실현된‘하나님의 방문’
이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24:19).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모든 백성’
(panto;"
tou' laou')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전반에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된 누가의
용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칠십인역의 용례를 따르고 있다.54)
50)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815. 이와는 달리 피츠마이어는 Lucian의 De morte
Peregr. 34를 인용하고 있는 클로스터만(E. Klostermann)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백성들
의 태도는 동정(sympathy)이 아니라, 호기심(curiosity)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497. 그러나 백성들이 가슴을 치
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같은 집단에 속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23:27, polu;
plh'qo" tou' laou' kai; gunaikw'n), 이러한 추측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51)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68.
52)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504. 그러나 마샬은 백성
들의 태도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다.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69.
53)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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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하나님 앞에서’
(ejnantivon tou' qeou') 이루어
졌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되고 지지되었다는 것을 암시
한다(1:6 참조).55) 누가의 서사가 백성 앞에서 이루어진 나사렛 예수의 사
역이 헛되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예수 자신의 설명(24:27)과 제자들의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누가 서사 전반에 걸쳐 제자에 버금갈 만
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온‘백성’
이‘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들’
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누가 서사에서“동일시와 자기-비판
(self-criticism)”
으로서의‘백성’
의 기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서사에서‘백성’
이라는 등장인물은
분명‘무리’
라는 등장인물과는 구분되는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 준다. 이
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제시되면서,
일관되게 예수에게 호의적이며 그를 지지하는 범주로 제시된다. 예수에
대한 재판 장면에 이르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하지만, 이내 원래의 태도로 복귀하여 예수에 대한 동정을 표
명하는 자들로 그려진다. 1세기 독자들이 서사의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등
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모방과 회피’
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가복음 서사의 백성들은 캐릭터가 누
적되어 가면서 처음에는‘동일시’
의 과정을 거쳐‘모방’
의 대상으로 기
능하다가 점차‘자기비판’
이라는‘회피’
의 대상으로도 인식되는 중요한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누가복음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함께 고려할 때
54)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17, 1564.

55) Howard I. Marshall, Commentary on Luke,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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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분명해진다. 누가복음에서 제시되는‘백성’
이라는 캐릭터가 그 자체
만으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백
성’
이 누가복음 서사에서 예수, 제자, 무리, 지도자 등의 등장인물과 어우
러져 전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텐네힐이 잘 보
여 준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제자들, 무리들, 지도자들은 모두 결국 예수
의 반대자들로 제시된다.56) 그러므로 이러한 등장인물과 함께 제시되는
‘백성’
이라는 캐릭터는 그것이 보여 주는 일관된 긍정적 모습으로 인해,
다른 캐릭터들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예수와
의 관계에서 점차 부정적인 면모를 보일 때, 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등
장하는 긍정적인 캐릭터인‘백성’
은 분명‘회피’
와‘자기비판’
으로 인식
되는 다른 캐릭터들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게 되고, 독자들이‘모방’또는
‘동일시’
해야 할 일종의‘아군’
(我軍)으로 읽혔을 것이다. 무엇보다 누가
복음 서사에서‘백성’
이라는 용어가 칠십인역에서‘하나님의 백성’
을뜻
하는 용어의 용례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57) 칠십인역에 익숙했던 누가
복음 독자들로 하여금‘백성’
(lavo")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범주의 사람
들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여타의 모든 등장인물들(제
자, 무리, 지도자 등)은 캐릭터가 변하든, 일관성을 보이든 간에 결국 예
수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로 묘사되지만, 누가복음 서사에서 묘사되
는‘백성’
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들로서 예수에 대
해 적극적인 응답과 일관된 호의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텐네힐의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어떤 긍정적인 특성들은 매력이 있기 때문
에, 독자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즉각적으로 독자의 상황을 공유하고있
는 것처럼 보이는 등장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를
56)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143-274.

5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217,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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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은 독자들 중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가장 손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야기 내에서 예수에
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물들과 자신들을 연계시켰을 것이다.58)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캐릭터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분명‘모방’
해
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일시적인 실
패와 변절을 읽으면서는 독자들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위
해‘회피’
해야 할 인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에 대한
본래의 동정적 태도,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의 유사성(similarity)을 회
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주를 위해 준비된 자들’
(kurivw/ lao;n
kateskeuasmevnon, 1:17)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동일시를 더욱 확고
히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서사에서‘백성’
은‘모방과 회
피’
라는 독자의 내적 결단을 자극하는 일종의‘무언의 대화’
를 통해 누
가가 의도적으로 제시하는‘모범 답안’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58) Robert C. Tannehill,“The Disciples in Mark: The Function of a Narrative Role”
, 401.
강조는 필자의 것.

성서학 연구논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누가복음의‘백성’
(laov")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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