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예수와 여성
정 기 문

<목차>

Ⅰ. 서언
Ⅱ. 가나의 혼인잔치
Ⅲ.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Ⅳ. 대관식과 부활 후 첫 만남
Ⅴ. 결어

Ⅰ. 서언

기독교가 성 관계에 대해서 나아가 여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1) 지난 2천년 동안 기독
교는 여성은 사악한 존재, 유혹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 저
급한 이성을 갖춘 존재, 기피해야할 존재, 기껏해야 남성의 보조물에 지나
지 않으며 잘해야 출산을 통해서 후손을 생산할 때만 의미를 갖는 존재라
고 가르쳐왔다. 심지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기독교는 임신과 출산을 동
1) 초기 기독교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Peter Brown, The Body and Society:
Men, Women and Sexual Renunciation in Early Christian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느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상당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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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어머니 상에 대해서도 결코 긍정적인 시각을 펼치지 않았다.2) 출산
은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벌에 불과했다. 여자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생 동정을 유지하는 것이다.3) 기독교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남자들로부터 홀대와 학대를
받아야 했다.
여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런 태도는 기독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 아니다. 유대교는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결혼을 긍정적
으로 보았다. 즉 결혼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축복이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4) 그렇지만 여성 자체를 긍정적인 존재로 규정했던 것
은 아니다. 유대교에서도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고, 유혹하는 존재이며, 후
손을 낳을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였다.5)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었으며 아내는 그의 소유였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드리는 기도에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 준 것을 감사드
리는 조문을 반복했다.
또한 기독교가 퍼져나간 그리스 로마 세계도 여성을 부정적으로 규정
하였다. 여성은 판도라의 후손으로 세상에 불행을 가져온 존재였고, 남성
을 사악한 길로 유혹하는 유혹자이며,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열등
2)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던 시절 철학자, 신학자들은 참된 자기의 근원이 초월적 세계
에 있고 육체는 참된 영혼을 가두고 있는 타락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플라
톤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성욕과 출산은 저속한 육체적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었
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상징되는 부패한 물질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는 Peter Brwon, Augustine of Hippo, faber and faber, 2000, pp.
79~107 참조.
3) 기 베슈텔 저, 전혜전 옮김, 신의 네 여자, 여성신문사, 2004, 35~37쪽.
4) 김판임, 유대교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이에 대한 예수의 입장 , 한국기독
교신학논총 18, 2000, 110쪽.
5) Hillel Newman, Proximity to Power and Jewish Sectarian Groups of the Ancient Period, Brill,
2006, pp. 164~182. 이런 태도는 특히 에세네파와 쿰란파와 같은 분파들에서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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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였다. 신화, 철학, 과학, 의학 등 거의 모든 정신 활동이 동원되어
이런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가령 고대 학문의 완성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연구했는데 많은 동물의 사
례를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암컷은 수컷보다 질이 떨어지고 허약하고, 불
안정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인 여성은 그리스
사회에서든, 로마 사회에서든, 유대 사회에서든 마음대로 얼굴을 내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었다.6)
이렇듯 기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여성에 대한 혐오증과 폄하증이 만
연하고 있었고, 기독교의 모태 종교인 유대교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
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재생산한
것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7) 그러나 이런 태도가 기독교의 창
시자인 예수에게서 유래했을까? 최근 여성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
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8) 즉 예수는 결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
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수립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연구에 의하면
여성을 가르치고, 여성에게 기적을 베풀고, 여성의 질병을 고쳐주고, 여성을

6) 최갑종,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초기 기독교와 고대
헬라 로마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연구 , 성경과 신학 38,
2005, 431쪽.
7)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것보다 그리스 로마인과 유대인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세계들에서 여성이 좀 더 많은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K. E. Corley, Women & the
Historical Jesus : Feminist Myths of Christian Origins, Polebridge, 2002, pp. 14~26을 보라.
콜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의 행동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
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고대 세계의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억압받았다는 ‘신화’
가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수잔네 하이네 저, 정미현 옮김, 초기 기독교 세계의 여성들, 이화여자대학교 출
판부, 1998, 91~96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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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나라 운동에 적극 동참시킨 예수는 성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했다.9)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바라보려는 새로운 시각
이 대두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10)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편향성을 갖기 쉬운데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를
절대자로 설정하고 여성을 부수적인 존재로 규정하기 쉽다. 필자는 예수의
인생에서 여성이 갖는 의미를, 예수가 여성에게 취했던 태도뿐만 아니라
여성이 예수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예수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 예수와 여성들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았다는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호교론적 관점
에서 예수를 신적 존재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예수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예수의 인생 전체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기에 예수의 인생에서의 주요 시점, 즉 공생애의 시작, 공생
애의 의미 설정, 대관식, 부활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Ⅱ. 가나의 혼인잔치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시켰기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여겨왔다. 카톨릭
9) 여성 신학의 등장과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장 상, 성서신학에서 본 여성신학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 1988을 참조할 수 있다.
10) J. D. Crossan and J. L. Reed, In Search of Paul, HarperSanFrancisco, 2004, p.
에 따르면
바울 또한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바울의 여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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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녀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평생 동정이고 심지어 원죄에도 오염
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숭고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금새 큰 곤란에 부딪히게 된다. 예수의 어머니 마
리아의 출현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서 홀대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예수의 형제들을 데리고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예수를
찾아갔지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11)라는 냉정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렇게 냉대당한 마리아는 기독교의 교리발전이나 예수의 공
생애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녀가 신약 성경에서
고작 네 번 밖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든다.
복음서들이 이렇듯 마리아를 ‘천시’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리아와 예
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공생애를 펼칠 때 동참하지 않았으며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방해했고,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야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했다
고 생각해왔다.12) 요한복음의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13)라는 구절은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로 이용
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편견으로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는 자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보고이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다시 살펴보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
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11) 마태복음, 12:48.
12) 게르트 타이쎈, 아네테 메르츠 저, 손성현 옮김, 역사적 예수, 다산글방, 2001,
322쪽.
13) 요한복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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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
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
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
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
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
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14)

이 기사는 예수의 첫 기적을 묘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데 반
해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행한 적극적인 역할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마리아가 주제 넘는 행동을 해서 핀잔을 당했다고
해석했다.15) 그러나 이 기사는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었다는 기존의 관념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꾸려는 활동을 시
작하라고 요청한다. 예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마리아의
요청을 물리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한다. 마리아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난 후에야 예수는 기적
을 행하였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처음으로 가나에서 드러
내셨고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 마리아가 예수에게 적극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면 마리아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늘 확신하고 있었음에

-

14) 요한복음, 2:1 9. 이 논문에서 성경 본문 인용은 공동번역본을 기본으로 하였다.
15) 배현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 교육 교회 164, 1990,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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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즉 예수가 공생애를 펼칠 때 그를 의심하거나 적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돕고 참여했을 것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 이후에 마리아가 예
수의 형제들을 대동하고 예수를 따라 가파르니움에 갔다는 사실은16)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주목해 보아야할 것이 또 있다. 예수는
물을 퍼서 의도적으로 정결례를 위해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담게 했다. 포
도주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용기도 많았을 텐데 굳이 돌 항아리를 선택했다
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한이 지적했듯이 이 돌항아리는 정결
례 준수에 사용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예수는 바리사이파와 대립하고 있었고, 대립의 핵심 가운데 하나
는 정결례의 준수 여부였다. 예수는 율법 자체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으며, 특히 바리사
이파가 이른바 ‘조상들의 관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관행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17)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사이파가 와
서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물었다. 이에
예수는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
냐?”18)라고 대답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도 바리사이파가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주장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율법

16) 요한복음, 2:12.
17) B. Chilton and J. Neusner ed., The Brother of Jesu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p. 147.
18) 마태복음, 15: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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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는 명목으로 그 위에 온갖
규정을 첨가하는 바리사이파에 반대했으며, 이 점에서 예수의 주장은 당시
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주요 파벌들이 모두 정결례의 준
수를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바리사이파가 주장한 ‘조상들의 전통’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정의
한 정결례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령 모
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야 하고, 누구든 그를 만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예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병을 고쳐주었다.19) 예수는 또한 창녀와 세리와 같이 당시 유대인
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
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정결례 규정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생활과 생
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수없이 많
은 부정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
에 부정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
민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은 정결례의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예수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20) 결국 예수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있던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린 것은
그의 개혁방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
면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예수의 행위는 한 여인 즉 어머니 마리아의
권유로 시작되었다.21)
19) 누가복음, 5:13.
20) J. Neusner, First Century Judaism in Crisis, Ktav Publishing, 1982, pp. 83~85는 정결례에
대한 이런 전향적인 생각이 힐렐파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21) 가나의 혼인 잔치 비유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요한복음은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 여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가령 공관복음서가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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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정결례의 간소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예수가 중요한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유대인 공동체 범위의 재조정이었다. 물론 예수가
비유대인, 즉 이방인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
적으로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면서부터 잘
못 세워진 명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즉 기독교는 열린
종교로서 종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데 반해서, 유대교는 닫
힌 종교로서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라는 명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는 결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었다. 유대교는 종족에 상
관없이 누구든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자를 적극적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때때로 유대교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선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22)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적어도 예수와 초기 예루살렘 교
회 시절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23)
부활 증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요한복음은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여성을 중요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형의, 예수를 따른 갈릴리의 여인
들 , 한국신학논총 6, 2007, 171~173쪽; 박영애, 예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26쪽; 김득중, 주요 주제들을 통해서 본 복음
서들의 신학, 한들, 2006, 478~511쪽을 보라.
22) 유대교를 종족에 근거한 종교라고 평가하기 쉬우나 유대교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면 새 신자로 받아들였다. 다만 유대교로 개종하려
면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려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개종하려면 큰 결의가 필요했
다. 이에 대해서는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Fortress Press, 1977, pp.
206~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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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가 유대교가 설정하고 있던 신자 공동체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정결례를 개혁함으
로써 그동안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병자, 창녀, 세리와 같은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예수는 이렇게 공동체의 내적 경계를 새로
이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적 경계도 변경하고자 했다. 예수의 이런 의도
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난 사건이다.
사마리아는 옛 ‘잃어버린 10부족’의 강역으로 몇 백 년 동안 이방인들
이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통치 기원전
134~104 BCE)가 재정복하였다. 히르카누스는 사마리아인의 종교 중심지
였던 그리심 산의 성지를 파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신앙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우상을 숭배하는 부정한 곳으로 여기고 있
었다. 이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
경우, 요단강을 두 번이나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해가곤 했다. 그런데 예
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갔다.
예수가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가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
으러 왔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데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
다. 우물은 남자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곳이다. 일찍이 우물에서 아브라함
이 보낸 심부름꾼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고, 모세가 시뽀라를 만났다. 그리
고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다. 따라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자신과 그 여인, 나아가 그 여인이 속한 사마리아
23) John Painter, Just James : The Brother of Jesus in History and Tradition, Fortress Press, 1999,
p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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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가 되자는 제안을 의미할 수 있다.24)
이런 예수의 제안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화들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
까?”25)라고 말한다. 이에 예수는 자신이 우물의 옛 주인 야곱보다 위대한
자로서,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 그 다음
대목에서 사마리아 우물 이야기의 핵심이 명확히 밝혀지는데 여인이 유대
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자기들의 조상은 ‘저 산’에서 예배를 보았
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묻자 이에 예수는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
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
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26)라고 대답하였다. 예수의 이 말
은 예루살렘 성전의 우월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우월성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중심지의 의미를 없애버림으로써 유대
교의 바깥쪽 경계를 새로 설정하려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예언자로 인정하자 예수는 자신이 그가 말하
는 사람, 즉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임을 밝힌다. 이에 여인은 마을로 들어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언했고,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었
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사마
리아인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인에게 전하
였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여 수제자로서 권위를 갖
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베드로보다 훨씬 더 앞서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목마른 예수에게 물
을 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예수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예수
24) R. A. Horsley ed., Christian Origins, Fortress Press, 2005, pp. 167~168.
25) 요한복음, 4:9.
26) 요한복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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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메시아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설명에 따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스
데파노가 순교한 이후 헬라파의 필립보가 최초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
한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비록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차 사마리
아가 구원받을 것임을 예시해주기는 했지만 예수 당대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서 곳
곳에서 예수가 사마리아인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예수가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으며, 그 10명
중 고침을 받고 감사를 드린 것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
인의 청을 상당히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그 여자가 마귀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예수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
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27)고 대답하였다. 예수의
이런 냉혹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다. 이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의
지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완전한’ 이방인의 경우에
는 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예수가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새로운 물고를 트는 주도자라고 볼 수 있다.28) 이 여인은 이후 기독교의
발전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의 이방인 선교 활동은 이방

27) 마태복음, 15:24.
28) 장상, 성서신학에서 본 여성신학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 1988, 193쪽, 장상은
또한 마가복음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이끌어 냈다는 것을 합당
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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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사마리아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을 것임을
선포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통 유대교의 외연을 넓히려는 것이었다. 그
리고 시돈 지역의 가나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이방
인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제시한 것이다.29) 이런 예수의 외연 확대 작업은 바울에게 계승되었
고, 2세기 이후 기독교는 종족을 초월한 종교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보편성
은 예수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는 그 중요한 사역을 사마
리아 여인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이다.

Ⅳ. 대관식과 부활 후 첫 만남

고대 세계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고대인으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예수는 늘 많은 여성들
을 대동하고 다녔다.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
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
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30) 그리고 예수를 수행하고 다니며 그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지

-

29) 박정수, 유대교의 사마리아 통합의 갈등과 초기 기독교의 선교 , 신약논단 14 1,
2007, 225~227쪽.
30) 누가복음, 8: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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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베다니아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가 있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예수가
죽은 지 나흘만에 살려내신 라자로의 동생이었다.
예수가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수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
성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의 일이다. 그의 사역의 정점은 유대인들이 그토
록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불의한 이 세상과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
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것을 고대했지만,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이기
는 하지만 유대인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룩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임을 천명했다. 즉 그가 추구했던
메시아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치고 빛의 왕국을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왕이었다.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한 예수는 이제
수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
생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후에 부활 승천하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대관식
을 해야 하는데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그 옛날 사울이, 그리
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러나
이제 사두가이파가 주도하고 있는 사제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
을 착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유일
한 영적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도 죽고 없었다. 따라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
어줄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흘 만에 부활하여 죽음을 초월한 예수의 능력을 사람
들에게 증거하고 있던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기름을 부여 줄 ‘대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다.31) 예수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베
다니아 마을에, 아마도 라자로의 집에, 숙소를 마련하였다. 거기서 예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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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접하는 만찬회가 열렸는데, 그때 ‘라자로의 동생인 마리아가’가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
을 닦았다.
이 사건에 대한 복음서들의 묘사는 상이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아 마을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묘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요
한복음은 베다니아 마을의 어떤 만찬회장이라고만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
음이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과
마가복음 및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와 시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가 한
말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32)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바른 것
이 아니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되어있다.33) 그렇다면 기름을 발에 발랐다
는 요한복음의 진술과 머리에 부었다는 마가복음 및 마태복음의 진술 가운
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인 복음서이며, 다른 복음
서의 참고 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자의 변형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태도 때문이었다. 요한
복음의 기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기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

31)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떤 여인’이라고 표기했고,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의 장면이 라자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Bart Ehrman, Jesus: Apocalyptic Prophet of the New
Millenniu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3~14; C. Bourgeault, The Meaning of Mary
Magdalene, Shambhala, 2010, pp. 18~19를 보라.
32) 요한복음, 12:3.
33) 마태복음, 26:6 7; 마가복음, 14: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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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를 유월절 희생양으로 설정하였고, 그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목요일로 상정했다. 이는 예수가 정치적 메
시아가 아니라 종교적 메시아라는 생각에 근거한다.34)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설정하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유대인을 로마의 압
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상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요한복음의 기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정치
적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름 붇는 위치를
예수의 발로 변경했다.35)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 여기서 마리아
의 기름부음이 왕으로 삼는 의례임을 강조하고 싶다.36) 구약에 따르면 예
언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으며 이후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부음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다.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기름부음을 받은 자’
는 곧 왕을 의미한다.37) 이렇게 마리아의 기름부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었다. 회계를 맡고 있던 가리
옷 유다가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짓이냐고 투덜거렸을 때, 예수는 그것이 특
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즉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38) 온

-

34) 김은수, 요한복음 12:1 8의 향유부음의 의미 ,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쪽. 그러나 유지미, 요한복음서의 향유 , 성서학 연구원 저널, 49,
2006, 54~55쪽은 요한복음의 기름 부음을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35) 김은수, 요한복음 12:1 8의 향유부음의 의미 , 2007, 53~58쪽.
36) R. A. Horsley ed., Christian Origins, Fortress Press, 2005, p. 177.
37) 메리 말로운 저, 유정원, 박경선 옮김, 여성과 그리스도교 , 바오로딸, 2008,
58~59쪽.
38) 요한복음,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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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
리라고 말했던 것이다.39)
마리아의 기름부음이 대관식이라면 예수는 왜 뛰어난 지위를 가진 명
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그가 정
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일 것이다. 빌
라도 앞에서 예수가 말했듯이 그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
의 기름부음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라야 했다. 세속의 높은 사람이 아니
라 세상에서 천대받으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갈구하는 사람이
어야 했다.
마리아는 여성이기에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천대받는 존재였
으며,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예수가 그녀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언니 마르타는 열심히 예수를 모실 준비를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 듣기를 열망하여 예수의 발치를 떠나지 않았다.40)
그녀는 분명 예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으며 그 의미를 깨달았기에 예수
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유대인들은 여성에게 토라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1)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수행하고 다녔던 다른 여제자
39) 마태복음, 26:13.
40) 누가복음, 10:38 41. 많은 남성 학자들은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할 때
마르타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마리아를 의미 깊은 존재로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마르타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한 것으로 보아(요한복음, 11:27) 예수 생전에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그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 마르타를 폄하해서는
안 되겠다. 마르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배현주, 예수께서 사랑하진
여인들 (1) , 교육 교회 155, 1989를 참조하라.
41) 기원후 90년 경 랍비 엘리아잘은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판임, 유대교에서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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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공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며, 예수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 가운데도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마리아가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아마도 그녀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열심이었던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예수는 그녀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녀가 베풀어준 대관식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세상
에서 남녀가 평등할 것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은 예수는 며칠 후 나귀를 타고 예
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42)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고, ‘유다의 왕’
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따라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과 ‘이스라
엘의 왕’으로 죽은 것은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음에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를 수행하고 다녔던 남자 제자들은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수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예수의 수제
자였던 베드로는 예수가 대제사장 가야파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가야파의 집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그리고 예수가 사형 판
결을 받고 처형 받게 되자,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임종을 지키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져 고향 땅으로 돌
아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는커녕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낚
고 있었다. 이제 예수의 가르치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예수의 여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의 지위와 역할 및 이에 대한 예수의 입장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8, 2000, 137쪽
참조.
42) 요한복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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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통 받을 때 그것을 지켜보았으며43) 예수가 죽은 후에는 예수의 시신
을 수습하였고, 장례를 준비하였으며,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의 무
덤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 아마 그들은 예수가 죽은 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44)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활했으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
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45)
부활한 후에 예수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는가는 초대 교회의 위계서
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 1의 잣대로 이용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46) 다시 말해 예수가 부활해서 모습을 보이신 순서가 곧 초대
교회의 위계 서열의 순서로 여겨졌다. 베드로의 수장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은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주장했으며47),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수장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
다고 주장했다.48)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근
거로 비록 순서는 뒤지지만 부활한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시했다.49)
이렇게 부활한 예수가 모습을 드러내신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주목되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어떤 제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누가복음, 23:49.
장상, 성서신학에서 본 여성신학 ,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 1988, 211쪽.
이형의, 예수를 따른 갈릴리의 여인들 , 한국신학논총 6, 2007, 171~173쪽.
양재훈,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인가? , 기독교사상 564, 2005, 178~183쪽.
고린도 전서, 15:5.
John Painter, Just James : The Brother of Jesus in History and Tradition, Fortress Press, 1999,
p. 162. 예수가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주장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토마
복음과 단편으로만 전하는 히브리인들의 복음에서 확인된다.
49) 고린도전서, 15:8 9.
43)
44)
45)
46)
47)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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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50) 비록 영지주의자들에게 속하는 문서이기는 하
지만 마리아 복음서와 토마 복음에는, 예수가 제자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했으며, 마리아가 베드로의 경쟁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경 복음
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베드
로 못지않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51) 이 이야기들이 전
혀 근거 없는 허황된 것은 아닐 것이다.52) 아마 그녀는 사도 가운데서도
사도였을 것이다.53)

Ⅴ. 결어

예수는 공생애 기간에 여러 여성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녔으며 또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호의를 보여주었다. 간음하다가 죽게
된 여자를 구해주었으며, 하혈증에 걸린 여자를 고쳐주었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의 자식을 살려주었으며,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비록 금액
50)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었지만 6세기
이후 창녀라고 규정되었다. 20세기 후반에야 그녀의 정체성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
다. 이에 대해서는 채승희,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의 표상(
)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도들의 사도적 표상에서 참회하는 창녀의 표상으로 ,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56, 2008을 보라.
51) 하혜승, 영지주의 문헌들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상에 관한 연구 , 목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은 영지주의 문헌들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모두 정리해 놓았다.
52) 게르트 타이쎈, 아네테 메르츠 저, 손성현 옮김, 역사적 예수, 다산글방, 2001,
328쪽.
53) Jane Schaberg, The Resurrection of Mary Magdalene, Continum, 2004, p. 70은 20세기 중반에
한 고고학자가 한 박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마리아’가
쓴 편지가 담겨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 박스를 발견한 고고학자는 마리아가
사도라고 되어 있었기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을
때까지 그 발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表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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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지만 전 재산을 바친 한 과부의 헌금을 귀히 여기셨다. 비록 그가
명시적으로 남녀평등이나 여성 해방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분명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으로 여성들에게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
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 해방주의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
을 것이다.
예수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예수가
바리사이파 사람의 초청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행실
이 좋지 않은 것으로 소문 난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눈
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은 후에 향유를 예수에게
부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가 예언자라면 그 여인이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불평하였다. 이에 예수는 오백 데노리온 빚진 자
와 오십 데노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적게 용서 받은 자는 적
게 사랑한다.”고 말했다.54) 이는 그 여인이 다른 자보다 죄가 크지만 그
큰 죄를 용서 받았기에 복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임을 말한다.
분명 예수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기 위해서’55)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낮은 자은 창녀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 온갖 병들어 고생하는
병자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성들이 만들
어 놓은 온갖 병폐와 악습에 시달리던 여자들도 그 낮은 자들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소임을 받았고, 사마
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소명을 밝혔으며, 베다니아의 마리아에게 기름부음
을 받았고, 마지막 부활한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성적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기에 1세기 초대 교회
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남성과 함께 예배드렸고,
54) 누가복음, 7:47.
55) 마태복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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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쳤다.56) 그렇다면 언
제부터 그리고 왜 기독교는 여성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해버렸을
까?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근거를 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서 찾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여성 차별주의자였는지에 대
해서는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57) 최근에는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여성
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여성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
되고 있다.58) 만약 이 연구가 옳다면 기독교의 여성 차별적인 태도는 언제
부터 본격화되었을까?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주제어(Keyword)
예수(Jesus), 여성(Women), 초기 기독교(Early Christianity), 마리아(Mary), 유대교
(Judaism)

(2013.05.10 투고 / 2013.06.12 심사완료 / 2013.06.19 게재확정)

56) 최갑종,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초기 기독교와 고대
헬라 로마 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연구 , 성경과 신학 38,
2005, 422쪽.
57) 사도 바울이 여성의 열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인 ‘ 고린도전
서 14:33 36’은 후대에 2세기 이후 언젠가 첨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바트 어만 저, 민경식 옮김, 성경 왜곡의 역사, 청림출판, 2006, 337~340
쪽 참조.
58) J. Dominic Crossan and J. L. Reed, In Search of Paul : How Jesus’ Apostle Opposed Rome’s
Empire with God’s Kingdom, HarperSanFrancisco, 2004, 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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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예수와 여성
정 기 문

최근 여성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예
수는 결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
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수립하려
고 했다. 이런 연구에 의하면 예수는 여성을 가르치고, 여성에게 기적을
베풀고, 여성의 질병을 고쳐주고, 여성을 하느님 나라 운동에 적극 동참시
킴으로써 고대 세계에 만연하였던 성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했다.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예수와 초기 기독교를 바라보려는 새로운 시
각이 대두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예수의 인생에서 여성이 갖
는 의미를, 예수가 여성에게 취했던 태도뿐만 아니라 여성이 예수에게 끼
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예수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여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관점을 수립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네 명의 여성이 예수의 일생과 사역을 적극적
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출산 한 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의 활동을 적
극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예수가 세계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주저할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권고하였다. 예수는 이 권고를 받고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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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예수가 그리스
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
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였다. 이는 예수의 사역이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편적인 성격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일이었다. 따라서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로 하여금 그의 사역이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알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자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
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는 대관식에 해당한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진술한 것이 이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살아있었을 때 그의 동반자이었고, 예수가 부
활했을 때 최초로 그를 만났다. 그녀는 예수의 남성 제자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예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들은 예수를 적극적으로 이끌
고, 인정하고, 도왔다. 그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는 그의 사역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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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sus and Women
Jung, Gi-moon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ancient people women were unclean, vicious and
malicious, inferior to men. So they were kept in their habitats and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public life. As the Jews of the time of Jesus generally shared this
attitude, they didn’t allow any public role to women. Since second century the
established Christianity also had this attitude. It regulated women as source of
evil and relegated them to an inferior position in the world. But recently scholars
who have deep interest in the history of women have published many works.
These works suggested that the women of the early Christianity had more higher
position than generally acknowledged. Furthermore they played public role in the
church. For example they were leaders of household churches, and preached in
the pulpit.
This paper placed high value on these works and reexamined the role of four
women who helped greatly Jesus, and made attempts to give them new meaning.
First,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generally regarded as a silent being who
played no role after giving birth to Jesus. But according to the Gospel of John
she was an active leader of Jesus. When Jesus hesitated to show himself to the
world, she advised Jesus to make water into wine. This advice was an active act
to give Jesus strong stimulus to play his rol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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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 Samaritan woman gave Jesus a cup of water. Then she asked Jesus
the right place in which one ought to worship God. As Jesus replied the right
answer, she realized Jesus was Christ and said to Samaritans the fact. So she made
clear that the role of Messiah was to abolish the boundaries among nations, and
Jesus was the very Messiah.
Third, Mary, the sister of Lazarus was an intelligent women. When Jesus
taught the gospel she participated actively in hearing his saying. When Jesus was
to accomplish his final mission, that is the Passion, she poured an expensive
perfume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ccording to Matthew,
an women poured an expensive perfume on Jesus’s head. I think this woman is
the very Mary, the sister of Lazarus, and her pouring was crowning Jesus King
of Jews.
Fourth, Mary Magdalene was a companion of Jesus when Jesus lived. As Jesus
was crucified all his male disciples fled away. But she attended Jesus at his death,
came to the Jesus’s tomb, and met the resurrected Jesus before any disciple. This
means Jesus regarded her the most important disciple. In sum women played
important roles in decisive moments of Jesus Life. Jesus allowed them to take
charge of public roles. Therefore the attitude of Jesus on Women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later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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