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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21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성령이 비

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

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

시니라 23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

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

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

리요 24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

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2

5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아

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

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26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맛다

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섹이요 그 위는 요다요 2

7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

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

리요 28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

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2

9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

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30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

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31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

나요 그 위는 맛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2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

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33그 위

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

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34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

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

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

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36그 위

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

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37그

위는 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

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

요 38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

는 하나님이시니라 (눅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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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장래를 위해 세례의 관례를 만

드시기 위함뿐 아니라 당신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

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도 당

신의 인성(人性, human)을 영화

롭게 하시고 신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TCR.684)

※ TCR(True Christian Religio

n, 참된 기독교) 684번 글에 대한

Ager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This he did not only that he mi

ght institute baptism for the fut

ure, himself setting the exampl

e, but also because he glorified

his human and made it divine,

as he regenerates man and ren

ders him spiritual.

네, 그럼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

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은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물

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

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속뜻으로 본다면, 요한과 주님은

모두 말씀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과 주님

으로 표상되는 말씀은 근본적으

로 다른데요, 주님으로 표상되는

말씀은 외적 진리와 내적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반면, 요한으로 표

상되는 말씀은 외적 진리, 즉 문

자적 의미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으로 표상되는 진리

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세

례요한, 즉 말씀의 문자적 의미로

는 주님께로 나아올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말씀

의 문자적 의미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

로 더 나아가 거듭나 구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은

더 나아가 악을 끊고, 선을 행해

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

식 속으로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

이 오셔야 하며, 그때 주님으로부

터 나오는 성령과 불로 악을 끊

고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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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능력

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하고, 또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

실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성령

과 불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을 동반한 진리, 즉 진리뿐인 진

리가 아니고요, 사랑이 있는 진리

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

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

만, 그럼에도 요한에게 너도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요

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새로

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

해 의식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오

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도 오셔서 요한

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

습을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

합니다.

21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

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선

지자인데, 그에게 주님께서 세례

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까요? 그것에 대해 ‘참된 기독교’

684번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

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장래를 위해 세례(浸禮,

baptism)를 제정하시려 스스로

본을 삼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

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도 본인의

인성(人性, human)을 영화롭게

하시고 신성하게 만드셨기 때문

입니다. (TCR.684)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

를 받으심으로 세례의 전통을 세

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거

듭나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 역시

자기 안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

로 자신의 불완전한 인성(人性)을

신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느 인간처럼 요

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에서 주님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시

는 것처럼 유대교회가 문을 닫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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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예배와 관련된 모든 표징,

표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의 양식이라든가 기물들, 그

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의 영적 의

미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상징적 예배를 남겨두셨는데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에

서 이마에 물을 바르거나 침례식

에서 물속에 잠기고,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무교병(떡, 빵)을 먹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 참고로, 이마에 물을 바르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것입니다. 주

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침례(浸禮)였

습니다. 영어로는 뱁티즘, 원어인

헬라어로는 밥티조마라 합니다.

개신교 배경이 있으신 목회자들

가운데 침례교 출신이신 분들은

이 구분이 분명하신 반면, 타 교

파 출신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

사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설

교 원본을 존중, 그대로 ‘세례’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새 교회에서는 대

단히 중요한 예배 의식입니다. 우

리는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예배

의 전례(典禮)를 친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속 사람의 개혁과

겉 사람의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속 사람의 개혁을 의미하

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겉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 거듭

나는 것처럼 주님도 같은 방법으

로 영화(榮化, Glorification)하심

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의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신 것과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동전의 양

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

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이 당

신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신 일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회적인 일이 아니며, 모든 신앙

인의 내면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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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지금도 거듭나는 사람들

안에서 치욕을 당하시고 지옥을

이기시며, 계속해서 당신의 인성

을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진

리가 선이 있는 진리, 완전한 진

리로 계속해서 바뀌어 감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백성

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받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

를 받을 때, 주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성찬의 음식

을 먹을 때, 주님도 함께 드십니

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주

님의 인성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

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

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모든 과정에 있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

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속 사람이 열리

며, 천국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혼자 힘으로 거듭나려는 사람은

속 사람이 닫힙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는 속 사람이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

러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22절에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22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

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듭날 때

속 사람이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진리와 선이 흘러들

어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비둘

기 같다’ 표현한 까닭은, 비둘기

는 속뜻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진리와 선을 나타내기 때

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

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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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신적 인성(神的 人性, Divin

e Human)을 나타냅니다. 신적

인성이란 신성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

현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적 인

성이신 주님을 아들이라 하는 것

은, 주님의 신적 인성은 존재 자

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바깥으

로 드러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니까 존재 자체이시고, 사랑 자

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차적

인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바깥으

로, 겉으로 드러나심’이신,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은 이차적인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

적이신 주님, 즉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여호와를 우리는 아버

지라 부르고요, 그분에게서 비롯

한 이차적이신 주님, 즉 인간이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

약 그렇게 믿는다면 대단히 안타

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

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나

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거듭나

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

뻐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세례의 전례를 직

접 선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

다. 23절에서는

23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

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

실 때가 30세쯤이라고 합니다. 30

이란 수는 5와 6을 곱한 수입니

다. 그래서 내적 싸움 중에도 작

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 6은 내적 싸움을 의미하고,

숫자 5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즈음의 주님

은 이미 대부분의 시험을 이기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당하시는 시험들은

아주 사소한 시험이었다는 것입

니다. 이제 주님에게 남아 있는

큰 싸움이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

에서의 시험과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정도였을 것이라고 짐작됩

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의 그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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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

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24절로 37절까지는 요셉으로부터

조상들에 이르는 가문의 계보가

나옵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님과

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표면상으로 주님

의 후견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들에게 예수의 아버지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늘 말

씀에서는 무려 14절에 걸쳐 요셉

의 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

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셉

의 가계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기

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7

절에 나오는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태고 교회를 상징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노아는

고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한참

내려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 역

시 고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

고 30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거

듭남의 두 번째 상태를 나타내고,

유다는 거듭남의 네 번째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므온으로 표상되는

거듭남의 두 번째 상태는 진리를

의도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

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 다음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시므

온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상태입

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네 번째

상태, 즉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

까? 거듭남의 네 번째 상태는 진

리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선의 인

도를 받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

면 진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정, 또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도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가 거듭남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그것을 선의

인도를 받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선은 바로 애정과 통하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

셉은 영적 교회를 나타냅니다. 따

라서 24절부터 34절까지에 기록

된 요셉의 가계는 그동안에 있었

던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

타냅니다. 23절에서 ‘사람들이 아

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

한 것은, 그동안 모든 교회를 다

스리던 주님은 본질적으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들은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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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셉의 족보를 차례로 기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읽

는 사람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냥 ‘요셉의 아들’

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배

려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

지 않아도 니케아 종교회의(AD 3

25, 니케아, 현 튀르키예 이즈니

크) 당시에 아리우스파 같은 이단

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는 요셉의 자손이다’라

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

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또 그러세

요. 우리나라에서 서너 번째 안에

드는 교파에 소속된 어떤 교인이

주님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했다

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그런지, 아니면 그분의 사적 견해

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놀랐

습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

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베푸

시는 분이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

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

신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는 세례의 전통을 제정하시기 위

해서이고, 둘째는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인성을 거

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렇게 볼 때, 주님이 받으신 세례

는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

고,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님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시

는 것은 거듭남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입

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

도 세례를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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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슨 일이든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

니 (요12:28)

아멘

원본

2017-05-1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3-19(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