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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Waking to a symphony of crickets this morning, I am reminded that the beautiful season 

of autumn is fast approaching.  But it also reminds me that God has caused many modern people 

anxiety and uncertainty during this global pandemic that we are still living in. Despite this turbulent 

time, God the Creator has always granted us the beautiful season of autumn as a gift of his common 

grace. 

In the 21st century Global Mission Age, God sovereignly guides us in the beautiful ministry 

of spread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through Faith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and alumni. Faith Theological Seminary has been devoted to theological education based 

on conservative and evangelical theological ideas by the grace of God from its foundation in 1937 

until now. 

We are thankful that the second volume of the Faith Theological Journal has recently been 

published. Our editorial committee has done a great job, especially with three high-quality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is issue. Two of those are the works of professors, and the other is 

the work of a doctoral student. We pray that God's abundant grace be with all readers of these 

articles, as you take the opportunity to read and enjoy these writings yourself. 

Editorial Committee 

서문 

새벽을 깨우는 귀뚜라미 전원 교향곡이 메아리 치며 산울림으로 번져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펜데믹으로 불안과 불확실함 가운데 

사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꿈꾸는 꿈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통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21세기 글로벌선교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훼이스신학교 재학생들과 동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훼이스신학교는 1937년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 사상을 기초로 하여 신학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의 수고로 훼이스 신학저널 제 2집이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세 편의 수준 높은 글들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두 편은 

교수님들의 작품이며 다른 한 편은 박사 과정 학우의 작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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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양식으로서의 설교의 역할 

이홍길 교수1 

서론 

    목회자들에게 설교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고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목회에서 설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의 성공과 설교는 언제나 맞물려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와 설교에 대해 독특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설교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목회에 있어서 설교가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소위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인기가 

있거나 탁월한 설교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목회의 성공과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를 가장 중요한 목사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2 따라서 교회를 논할 때 설교를 떼어 놓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드윈 다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교는 기독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essential) 부분이자 가장 두드러진 (distinguished) 특징” 이고 “가장 독특한 

제도”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힘 있는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암흑기를 경험한 것도 “생명력 없고 형식적이며 열매 없는 

설교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했다.3 다간의 말은 설교의 역할이 기독교의 본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점에서 매우 의미가 높다. 또한 

 
1 이홍길 교수는 훼이스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크리스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2 노충헌, “기독신문 온라인 설문조사,” 기독신문, 7 월 21 일 접속,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93. 

3 Edwin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From the Apostolic Fathers to the Great Reformers AD 
70-1572, vol. 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8), 12-13, 552. 김운용, 『한국교회 설교 역사: 이야기 혁신성의 
관점에서 본 설교자들의 이야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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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다간의 주장은 설교가 교회의 

존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설교는 매주일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의 형식을 취한다. 마이클 퀵크 (Michael 

Quicke)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것이 포함되는 연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말씀에 의도된 것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4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퀵크의 주장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형식과 시간을 제공한다. 그만큼 성도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때 선포되는 것이 설교라면 성도에게 설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년에 적어도 52 번의  설교가 주일에 선포된다.5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속담처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교를 잘 

해야만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런 설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설교를 목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양식으로서 설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쓰이는 설교는 교회의 양식으로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의 양식으로서 설교와 설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4 Michael J. Quicke, Preaching as Worship: An Integrative Approach to Formation in Your Church 

(Grand Rapids: BakerBooks, 2011), 69. 

5 교회에 따라서는 주일 외에 주중에 별도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에도 설교가 
전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 년에 52 번의 설교는 가장 적은 횟수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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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교의 정의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디모데후서 4:2 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때 사용된 동사(keryx, 선포하다)와 그 

파생어가 기본적인 설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6 즉 설교는 선포하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히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면, 설교는 말씀을 해석해서 듣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교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존 스타트 (John Stott)는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크리스찬설교는 강해 설교다. 

… 강해설교에서 성경 본문은 …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끌고 조정하는 주인이 된다.”7 마틴 로이드 

존스 (Martyn Lloyd-Jones) 역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모든 설교는 

강해설교가 되어야 한다. … 어떤 경우가 되든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8 이들의 주장은 강해 설교를 해야만 성경 본문이 주도적으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9  

    이런 점에서 해돈 로빈슨 (Haddon Robinson)의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언급한 설교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모든 설교자가 추구해야 하는 설교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로빈슨은 강해설교를 

“성경 본문을 본문의 상황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게 하신 뒤에, 설교자를 

 
6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1-10. 

7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5-26. 

8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75-76.  

9 이런 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후에 언급되는 설교는 ‘강해설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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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다시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0  따라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리고 찾아낸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설교자 본인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하고 그 뒤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이며 강해설교라고 볼 수 있다. 

 

2. 설교의 역할 

    종교 개혁 이후 설교의 중요성은 설교 강단의 위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루터교회에서 설교 강단은 중앙에 위치한 성찬대를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성찬에서 

공재설을 주장한 루터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11 반면에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설교 강단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설교 강단의 위치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차지하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12 

    그렇다면 이처럼 예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15-17 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13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딤후 3:15).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하며 

 
10 Hadd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2001), 21. Also see, Timothy S. Warren, “Definition, Purpose, and Process,” unpublished 
Class Notes for PM 103C Expository Preaching 1 (Dallas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6), Department of 
Pastoral Ministries defines it this way: Expository preaching is the communication of a biblical proposition 
discovered from a spirit-directed exeget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a text and appli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a preacher into a specific audience for the glory of God. 

11 공재설을 통해서 루터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안에 몸으로 
임재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즉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화체설과 대비된다.  

12 주일 예배를 1 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설교는 30 분 전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의 반은 설교에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설교 또한 예배의 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간적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설교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13 디모데후서 3:15-17 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일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모두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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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딤후 3:16-17). 이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설교 역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과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설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다.14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듣는 독자를 염두에 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 저자는 단어를 선택해서 구절과 문장과 문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표현한다.15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전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은 독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말씀에 반응할 

독자를 고려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즉, 전해진 말씀을 읽고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author’s intention)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해 설교와 주해 설교나 본문 설교를 동일하게 사용하곤 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강해 설교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설교의 장점은 본문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독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문의 의미가 중요한 만큼 

성경 저자가 본문을 기록한 의도 또한 중요하다.  

 
14 For the purpose of preaching, see Daniel L. Akin, “Applying a Text-Driven Sermon,” in Text-Driven 

Preaching: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ed. Daniel Akin, David Allen, and Ned Mathews (Nashville: 
B & H, 2010): 269-93;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26-33; Robinson, Biblical Preaching, 106-12;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12; and York,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10-11. 

15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Biblical Exegesis for Preach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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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줄 (Peter Juhl)은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둘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강조했다. 16  줄의 주장은 성경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본문의 

해석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17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 저자가 기록한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반응을 의도하려고 한 것인지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 시대와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청중에게 적합한 적용을 통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의 의미와 성경 

저자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상황에서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된다. 성경 저자가 원 독자를 위해 

말씀을 기록한 때와 오늘날 설교의 형태로 전달될 때의 차이점은 각각의 청중에게 적합한 적용의 

여부이지 본문의 의미와 의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18  

    결과적으로 설교가 교회의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 본문의 의미를 찾고 성경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는 의도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설교자는 

주해과정 (Exegetical Process)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허셜 요크 

(Hearshael York)는 모든 설교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본문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9  로빈슨은 핵심 주제를 “빅 아이디어” (big idea)라고 

 
16 Peter Juhl, Interpretation: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iterary Critic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13-15, emphasis in original. 

17 Ibid. 의미와 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아티클들을 참고하라. Earl 
Radmacher, "A Response to Author's Inten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ed. Earl D. Radmacher and Robert D. Preus (Grand Rapids: Zondervan, 1984): 433; Bruce Vawter, “The 
Fuller Sense: Some Consideration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6, no. 1 (January 1964): 88, as quoted in 
Radmacher, "A Response to Author's Inten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437; and Walter C. Kaiser, Jr., “A 
Response to Author's Inten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ed. Earl D. 
Radmacher and Robert D. Preus (Grand Rapids: Zondervan, 1984), 442. 

18Greidanus, however, distinguishes the sermonic purpose from the textual purpose because the 
sermonic purpose should be traced by God’s progressive revelation from the Old Testament to the New Testament. 
See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138.  

19 Hershael W. York and Bert Decker,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H, 200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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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데,20 본문의 핵심 개념을 찾는 것과 동시에 본문을 통해서 원 독자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하도록 이끄는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경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담겨있는 저자의 의도를 주해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둘째, 설교자는 신학화 과정 (Theological Process)을 통해서 본문에서 찾은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보편적 진리로 만들어야 한다. 성경 본문은 특정 시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청중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가 갖는 보편성을 찾아야 한다. 어느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한다.21 

    셋째, 설교자는 설교화 과정 (Homiletical Process)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토대로 

오늘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설명함과 동시에 오늘날 청중이 본문의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적용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는 설교의 핵심이 되며 적용 또한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본문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오늘날 청중에게 전달하는 설교가 

된다면, 다간이 말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드러난 사실임을 기억하고 설교자는 본문이 주도하는 설교인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영적 양식을 바르게 공급해야 한다.  

 
20 Robinson, Biblical Preaching, 33-50. 

21 보편적 진리 (Universal Proposition)에 대해서는 다음의 아티클과 책을 참고하라. Timothy S. Warren, 
“A Paradigm for Preaching,” Bibliotheca Sacra 148 (October/December 1991): 463-86;idem, “The Theological 
Process in Sermon Preparation,” Bibliotheca Sacra 156 (July/September 1999): 336-56; “The Theological Process,” 
(unpublished Class Notes for PM 104 Expository Preaching 2, Dallas Theological Seminary, Fall 2006): 24-44; and 
Kaiser, “A Principlizing Model,” 24. For more information about Ladder of Abstraction, see also Haddon Robinson, 
“The Heresy of Application,” Leadership (Fall 1997), 21-27. For principlizing, see also Kaise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152-63. Kaiser provides six helpful steps to principlize a given passage for the contemporized 
significance. (1) The subject of the text; (2) the emphasis of the text; (3) the main points of the message; (4) the 
subpoints of the message; (5) the theology of the text; and (6) the conclusion of th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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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교의 변화: 코로나 이후 설교의 역할에 변화? 

    미래 학자 최윤식 박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큰 혼란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다. 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갖게 되었다. 최윤식 박사는 이런 코로나 펜데믹을 경험한 세대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세상, 인간과 내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2 따라서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 기존의 질문에 더해서 “하나님, 세상, 인간과 내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줘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설교다.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민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말씀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함께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 

저자와 원 독자가 살았던 상황이 오늘날 청중의 상황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죄로 인해 어떤 개별적 상황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유사한 점이 많다. 성경 시대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결론 

 
22 최윤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길 4,” 와싱톤중앙장로교회, 4 월 19 일 접속, 

https://youtu.be/_1M59LXS5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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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의 역할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든다. 

무엇보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설교는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장의 양식이 된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더 나아가 양식은 한 개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따라서 설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될 때, 

강단이 회복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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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한 대위임령 

이재연1 

서론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기록으로 마감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4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마태

복음은 흔히 대위임령이라는 기록으로 끝이 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

교 명령을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의 마지막 말씀을 전통적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의 틀을 잡아주는 언약 신학의 연장선 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

므로 단순히 세계 선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위임령의 말씀, 즉 마태복음 28:18~20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언약과 명령은 그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언약은 쌍방 간에 체결되는 능동적이고 인격적 행위이지만 명령은 일방적이며 명령을 

받는 편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언약 신학의 기초인 언약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본다. 또한 대위임령 

구절을 언약의 구조로 분석하여 과연 언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언약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와 또한 언약으로 이해했을 때의 유익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론

을 내리고자 한다.   

 

언약신학의 기초 

 
1 Faith Theological Seminary 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 



 
 
 
 

Faith Theological Seminary 

15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이 어떠한 구조로 기술되어 있는가 혹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 시작부터 칼빈과 

쯔빙글리 및 불링거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이해는 웨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담겨있다2. 현 시대에 언약 신학자로 유명한 메리디스 클라인의 제자인 

마이클 호튼은 그의 책 『언약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곧 언약 신학이다”라고 한 존 헤실링

크의 말을 인용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언약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3. 따라서 개혁

주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언약 신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언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언약 신학은 어떠한 특정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 구조로 기록되

었는가 하는 점을 가르쳐 주는 틀(framework)로서 기능하므로4, 언약 신학 그 자체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주요 교리들,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 등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이처럼 주요 

교리는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로서 제시되는 신학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세대주

의 신학이다.  

    세대주의 신학은 다비(Darby)에 의해 19 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

석을 통해서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에 따라서 7 ~ 10 개의 세대들로 나누어 

– 신학자들에 따라서 세대의 개수가 다르지만 대체로 7 개의 세대로 구분한다 – 각 세대마다 하

나님께서 세상을 경륜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이해하며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한

다. 고전 세대주의는 두 목적 – 천상적 목적과 지상적 목적 - 그리고 두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회

에 대해 가르치기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는 신학이었지만 그

 
2 G. I. 윌리암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9), 7 장 1, 2, 

3 항과 8 장 1 항. 

3 마이클 호튼, 언약 신학, 백금산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8-19. 

4 Ibi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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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수정된 세대주의 신학은 구원의 방법은 모든 세대마다 다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

는다고 수정하였다5. 이러한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세대는 그 세대로서 독립적이라

는 것과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별개의 공동체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대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의 세대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해하므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

고, 한 세대가 시험을 통해 끝이 나야 다음 세대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며,6 고전 세대주의와 수정 

세대주의를 하나로 하여 규범적 세대주의라 하고 점진적 세대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

(Ultradispensationalism) 7로 구분한다. 세대주의 신학은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물인 

인간을 통치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에 따른 심판이 어떠

한가에 중점을 두고 성경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의 뼈대를 구성하며, 종말론으로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샘 스톰스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비판한다.8 

    언약 신학의 놀라운 점들 중에 하나는, 언약은 반드시 쌍방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하나님

은 창조물인 인간을 언약의 상대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 중

동의 종주와 봉신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체결되는 언약들처럼 언약의 주체들이 동

등하지는 않더라도 언약의 상대자로서 인정받을 위치에 있어야만 언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대자로 인정해 주시고, 언약의 내용을 다 지키셨다는 것은 언약 신학이 발견한 놀라운 

점이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사고에도 이어져서, 호튼은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언약적이시다”9

고 하였고 바빙크는 “신적 본질 가운데 있는 삼위의 관계와 삶이 언약의 삶”이라고 파악하였다. 

 
5 목창균, “블렉스톤과 왓슨의 재림론 비교 연구”, http://www.sgti.kr/data/person/mok/sungyul-

theology/4.htm (2022.8.20 접속).  

6 Charles Ryrie, Dispensationalism (Chicago, IL: Moody Publisher, 2007), 32. 

7 Ibid., 197. 

8 샘 스톰스,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57-73. 

9 호튼, 언약 신학, 18. 

http://www.sgti.kr/data/person/mok/sungyul-theology/4.htm
http://www.sgti.kr/data/person/mok/sungyul-theology/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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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존재 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전해져 인간 역시 

언약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언약 신학이 인류 역사에서 구분한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언약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오직 하나님만 지시고 언약의 상대자인 인간에게는 언약의 혜택만이 돌아가는 언약이어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이 있고 또한 언약의 모든 의무는 인간만이 지고 그 의무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상 또는 벌이 주어지는 행위 언약이 있다10. 그리고 언약 신학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

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

약을 주요 언약으로서 발견하였는데,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구별하였고 노아 언약과 아브

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구별하였으며, 모세 언약은 대체로 은혜 언약

의 본질 위에 행위 언약의 형식을 갖는다고 구별하였다11. 이에 더하여 구속 언약이 있는데,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라고 정의되며,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이 언약을 암시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6 장 

13 절에 있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구속 언약을 언약으로 인정하는 신학자도 있다12. 그러나 

로버트슨은 언약을 “피로 맺어진 유대”로 정의하기에 구속 언약을 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3.  

    종교 개혁 이래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으로 언약 개념들이 발전해 왔고 언약 신학으로 정립

되었는데 언약 신학은 20 세기 들어서 고고학의 발전과 새로운 고문서 발견 등을 통해서 다시 

조명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20 세기에 들어서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 문서가 번역되고 조

 
10 Ibid., 118-151. 

11 Jeong Koo Jeon, Biblical Theology: Covenants and the Kingdom of God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 WIPF & STOCK, 2017), 87. 

12 전정구와 호튼과 같은 현대 신학자뿐 아니라 바빙크도 구속 언약을 인정하며, 존 오웬이 참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를 회중 교회를 위해 개정한 사보이 선언(1658)에는 명시적으로 구속 언약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보이 선언 8 장 1 항, 1658).  

13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198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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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서들이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언약 신학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발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멘덴홀이 1954 년에 조약의 패턴을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동

일한 패턴을 찾아낸 사건이었다14. 그후에 클라인은 신명기 전체에 이 패턴을 적용하여 신명기 

전체가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조약의 패턴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

진 것임을 밝혀내었다. 이 패턴은 (1) 조약 당사자의 이름과 직함이 제공되는 전문, (2) 조약에 이

르게 된 사건들을 개괄한 역사적 서문, (3) 의무 조항, (4) 조약에 대한 증인들과 보증인, (5) 상벌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도 조약 문서의 보관이나 조약 문서의 주기적 낭독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신명기에 국한하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언약적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문서는 언약적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며 선지

서는 언약 소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15. 

 

대위임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명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28 장에 기록되어 있

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즉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할 명

령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여 대위임령이라고 부른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28:18~20 구

절 중에서 명령 부분인 19 절과 20 절 상반절에만 주로 집중하여 대위임령으로 이해해 왔다. 그

러나 그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령은 그 명령의 역사

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또는 그 명령의 결과에 대한 상급을 약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할 필요가 나타난다. 이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4 J. A. Thompson, “The Significance of the Ancient Near Eastern Treaty Pattern”, Tyndale Bulletin 13 

(1963): 1-6. 

15 메리디스 클라인, 언약과 성경,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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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24 장에 기록된 모세 언약 중에서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기록된 부분

을 제외하고 전체 구조를 개괄한 말씀인 출 19:3~6 말씀과 비교해 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1)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3)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영역본인 ESV 나 KJV 처럼 (그러므로 이제)를 넣어서 확인해 보면 이 두 말씀이 거의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명시적으로는 언약이라고 기록

되어 있지는 않고, 아브라함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창 

17:1~11)’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창조 언약이나 다윗 언약도 그러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

더라도 언약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언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의 형

식적 구조와 내용이 언약적이기 때문이다. 

    대위임령의 말씀을 언약의 구조에 따라서 형식을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과 3 년 동

안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으셨으므로 언약의 패턴에서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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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분은 전문과 역사적 

서문에 해당한다.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

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

음과 부활을 겪으며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언약의 근거이므로 이 말씀은 또한 새 언약에 

근거한다는 의미이다.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자이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 즉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먼저 밝힘으

로써 언약의 근거와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언약은 피흘림이 없이 맺어진 언약

이 아니다. 왜냐면 언약을 맺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말씀에 이미 죽음, 곧 피흘림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언약주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기에 아주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와 구속주는 언약주였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약주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2) 부분은 언약의 대상자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

자도의 한 부분으로서 선교학에서 많이 언급된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은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여 명령의 수행자로서 교회의 순종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무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며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

이 아니라 언약 대상자로서 교회가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한 것이다. 명령과 언약적 의무의 차이

는 명령은 전적으로 피명령자의 복종에 따른 상 또는 벌로서 응답을 받을 뿐이지만 언약적 의무

는 언약 주체자와의 인격적 교제가 전제되기에 항상 반드시 상 또는 벌로서 응답되지 않고 심지

어 은혜 언약처럼 언약의 표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16이다. 또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만을 의무 조항으로 하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내적 삶의 영역에 대한 의무 조항도 

 
16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할례에 대한 의무이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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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르치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선교 

이전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서신서들에서 더욱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 (3) 부분은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건적 언약인 행위 언약과는 다르다. 창조 언약과 같은 조건적 언약은 둘째 부분인 의무 조항을 

수행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상 또는 벌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지만, 이 예수님의 언약에

서는 의무 조항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 언약은 행위 언약보다

는 은혜 언약에 가깝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 언약의 특징인데 이 언약에서는 언약 상대

자의 의무 조항 이후에 언약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기록함으로써 의무 

조항이 상과 벌을 가늠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교

회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물론 의무 조항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의무를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의무 조항에 관해서

도 요한계시록 2, 3 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회는 책망을 받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이는 교회는 새 언

약의 바탕에 서 있고 대위임의 언약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구조는, [전문 - 언약 주체자에 대한 역사적 서문 – 의무 조항 -언약 주체

자의 일방적 약속]이라는 언약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언약이라 간주될 

수 있는 것들, 즉 언약 대상자의 의무 조항과 언약 주체자의 약속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

만 이 언약은 새 언약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언약 주체자의 약속은 의무의 수행에 따

른 상 또는 수행하지 않은 벌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이 의무의 수행은 새 언약 아래서의 은혜적 순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제



 
 
 
 

Faith Theological Seminary 

22 
 

자들의 의무 조항도 행위 언약에서의 의무 조항과 같이 언약 심판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할례처럼 언약의 표징으로 작용한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 그렇다. 

    따라서 대위임령의 이 말씀을 명령보다는 언약으로 이해하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으

로 주신 모든 의무들이 은혜 언약 안에서 성도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된다. 그저 단순한 명령

이 아니라, 율법의 각 조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토대 위에 있는 모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

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기록된 명령들도 새 언약의 토대 위에 있는 대위임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기록된 각 의무 조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의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다 명백하게 이해된다. 이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마라’는 식의 명령

이기보다는 언약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망한 전정구 교수는 그의 저서 “Biblical Theology: 

Covenants and the Kingdom of God in Redemptive History”에서 각 언약이 하나님 나라로 어

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 언약에서 이 점을 상세하게 다룬다.  

   In light of redemptive historical continuity, the Davidic kingdom was beautifully 

succeeded by the reign of Jesus Christ, who began to reign over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as the Son of David through his lif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 After Jesus Christ’s ascension, the exalted Messiah began to reign over 

the visible and invisible kingdom on the throne of heave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17  

 

 
17 Jeon, Biblical Theology,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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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 스티븐 뎀프스터는 모래시계의 그

림을 통해서 보여주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

살렘의 예표인 다윗과 예루살렘을 향해 초점이 집중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도록 구약 

성경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온 우주로 확대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보여준다18. 반면에 언약 신학은 전정구 교수가 설명한 것

처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만 새 언약을 마지막 언약으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후에 온 우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새 언

약을 통해 구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으로 마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위임령을 언약으로 간주하면 뎀프스터가 주장한 대로 신구약 성경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를 향해 나아가도록 초점이 맞추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대위임의 언약을 통해 온 우주로 다시 퍼져 나가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통전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

을 제공한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이

해하는 데 명료한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큰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대위임령이라고 이해해 왔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이해하면 이 

언약은 마치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모형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가 표면적으로 드

러난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 대위임의 언약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기능하기에 

 
18 스티븐 뎀프스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신학, 박성창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99-303. 

뎀프스터는 구약 성경에 집중하여 다윗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임을 또한 명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그림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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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을 새 언약 안에서 대위임의 언약의 표징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모세 언약에서 의무 부분을 율법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대위임의 언약에서 의무 부분을 새 언약 

위임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위임령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마 28:18~20)은 명령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언약으로 간주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언약 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언약의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대위임령

의 말씀을 분석하였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명시적으로 언약이라고 기

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식이나 내용이 언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전문, 역사적 서문, 언약 상대자의 의무 조항, 그리고 언약 주체자의 약속이 기

록되어 있기에 언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것이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 언약의 대상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수님

의 약속에 의지해서 의무 조항을 표징으로서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와 구속주가 언약주였던 것처럼, 

이제 언약주가 되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말씀을 명령보다는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하여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더해서 서신서들에 기록된 많은 명령들 역시 이 언약의 토대 위에서 이

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또한 그저 단순히 ‘무

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전도와 선

교에 대한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것이다. 세례가 가

시적인 표징이라면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은 내적 표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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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적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 전부이며, 만약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

질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상 또는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존

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약속을 받았다. 이

러한 약속은 명령의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대위임령을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 언약으로 이해하면,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며 교회는 이 은혜 언약에 감사하며 삶에서 의무

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을 드러내기 위해 온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보다 명백하게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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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ogy: Escape, Destructive Conquest, and Peaceful Conquest 

 
Sa-Han Jang 

 

 

 

I. Introduction 

 

    In a series of shocking but dramatic events in Egypt being unfolded for his seemingly long-

forgotten people, God manifested his divine sovereignty to all the people including his own. 

These events foreshadow the kind of scale and definiteness of the upcoming grand escape—the 

Exodus. This massive escape is to be followed, but in forty full years, by a conquest, also 

commanded by God, and then in due time by a totally different kind of conquest from the same 

place. It will be investigated whether there would be an underlying continuity and a meaningful 

correlation in this dramatic series of three major biblical events in the redemptive history. 

 

 

II. Grand Escape: Exodus  

 

    In Exodus 3 we find an almost poetic description of how God understands the situation in 

which his people are and his sure promise to deliver them out of the hands of their oppressor by 

bringing them out of the land of oppression: 

 
7 The Lord said,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s, and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8 So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into a good and spaciou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the home of the Canaanites, 

Hittites, Amorites, Perizzites, Hivites and Jebusites. 9 And now the cry of the 

Israelites has reached me, and I have seen the way the Egyptia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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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ressing them. 10 So now, go. I am sending you to Pharaoh to bring my 

people the Israelites out of Egypt.” (Ex. 3:7-10) 

 

    Deliverance of his people by God from the hands of their enemies, found quite a few times 

in the Old Testament, would each be considered to be a type of the divine salvation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ith the Exodus specifically mentioned in this regard: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at the Lord your God brought you out of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Therefore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to observe the Sabbath day” (Ex. 5:15). The Egyptian kingdom and its land, therefore, might as 

well be likened to the satanic power from which God would deliver his people. This suffering-

abound Egyptian bondage would be seamlessly connected in due time to the life-abound place 

which is in stark contrast to the former: “. . . a good and spaciou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 . .” (Ex. 3:8). 

    The series of miraculous events preceding the Exodus might be seen as the grand display 

of the power of God Almighty who shows that he is the one who suppresses the satanic power 

and who saves his people unharmed: “On that same night I will pass through Egypt and strike 

down every firstborn of both people and animals, and I will bring judgment on all the gods of 

Egypt. I am the Lord.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No destructive plague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Egypt” 

(Ex. 12:12-13). In this respect, the Exodus from Egypt might be considered as another form of a 

conquest—to subdue but leave behind the land of interest, i.e., God’s people escaped from or 

went out of the land of oppression. It is interesting to note here that the conquest—be it a grand 

display of God’s power, the destruction of the oppressor, or the guidance of his people ou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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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was essentially a sole action of God. This is in absolute contrast to the imminent conquest 

which would be accomplished by the hands of God’s people. 

 

 

III. Conquest of Canaan by Total Destruction  

 

    When one escapes from his enemy who is intent upon killing him, his escape would not be 

secure if the enemy is still behind. To make his escape permanent, he needs to come back to and 

destroy his enemy. About the Egyptian enemy behind, however, God strictly forbade his people 

from going back to the old place: “. . .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Deut. 17:16). 

This shows that the enemy represented by Egypt is not the one for the Israelites to destroy but to 

permanently leave from. On the contrary, when the Israelites encountered new enemies in their 

way, God commanded his people to destroy them completely. The incredibleness of God’s 

command is clearly expressed by Jeon: 

 

Surprisingly,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Mosaic covenant, Yahweh 

issued a very cruel command to the covenant community of Israel that would 

cross the Jordan River and enter the land of Canaan. His command was to 

destroy the seven tribes of Canaan that had lived peacefully in the land ever 

since their ancestors had permanently settled there. How could God give such a 

brutal command to the covenant people as the God of love?1 

 

    In the context of the renewal of the Mosaic covenant and the consequent holy war, Jeon 

give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God gave his covenant people such a nonsensical 

command: “Yahweh renewed the Mosaic covenant with Israel when they reached the plain of 

 
    1 Jeong Koo Jeon, Biblical Theology: Covenants and the Kingdom of God in Redemptive History (Eugene, 

OR: Wipf and Stock, 2017),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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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b after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In the process of the covenantal renewal, he reminded 

them again to fight the holy war (cherem) when they conquered the Promised Land.”2 That this 

holy war is eschatologically correlated to the final judgment with the coming of the Parousia is 

also succinctly explained by Jeon: 

 

We need to eschatologically interpret and understand Yahweh’s command of 

total destruction by the covenant community of Israel in the process of the 

conquest of Canaan. Remarkably, Yahweh demonstrated the vivid picture of 

the day of final judgment through the conquest of Canaan typologically and 

symbolically. In fact, God will execute his final judgment by the means of total 

destruction when the Parousia comes.3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Parousia, it may be 

helpful to examine Ridderbos’ view of this: 

 

This all-dominating basic motif (for it is based on Jesus’ true and present 

messiahship) of the gospel implies that the great turning-point of history lies 

already in the coming, and especially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and not as late as or only in the parousia of the Son of Man. This is why the 

interim starting with the resurrection and extending to the parousia is not only 

oriented to the future but also to what has already happened.4 

 

We find here that Ridderbos maintains the view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the coming of 

the Parousia are not simple chronological events but are interrelated in an achronological 

manifold. 

    God’s sheer authority and power—complete with his promise to his people—are 

realistically displayed in the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If this conquest had been a shadow 

 
    2 Jeon, Biblical Theology, 213. 

    3 Ibid., 213-214. 

    4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trans. H. de Jongste  (St. Catharines, Ontario, 

Canada: Paideia Press, 197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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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ind of a consummate conquest that would later be to come, the latter must be much more 

cruel and harsher than the former. 

 

 

IV. Global Conquest in Peace  

 

    Greater and at the same time more dramatic than either leaving behind or completely 

destroying one’s enemy is to go and save other captive people from the hands of their enemy, 

even risking or sacrificing one’s own life. The archenemy of God’s people is, needless to say, 

Satan. What has been dictated by Jesus in this regard is clearly summarized in Jeon from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However, Jesus did not order total destruction when he commanded his 

disciples under the New Covenant to go out from the Promised Land and 

spread the gospel to all nations. Rather, he ordered them not to fight and 

retaliate even against persecutors and enemies, but to embrace, pray [sic], 

forgive, and love them unto death, fighting not a military war but a spiritual 

war.5 

 

The persecutors or enemies described above are those who try to harm a believer just because of 

his belief. Risking or sacrificing one’s life for a good cause is not uncommon even in the secular 

world, but “to embrace, pray for, forgive, and love” is a novel way of action in the face of one’s 

enemy—hitherto unknown in human history. The apparently nonsensical command of Jesus 

finds its justification in the obsolescence of the old covenant which loses its continuing validity 

in the new one, which is explained well in Kline: 

 

 
    5 Jeon, Biblical Theology,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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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ovenant is not a renewal of an older covenant in the sense of 

confirming the continuing validity of the old. If we speak of the new covenant 

as a renewal of the old it must be to express their continuity as two 

administrations of the Covenant of Grace or, more specifically, the continuity 

of the new covenant with the underlying, foundational stratum of the old 

covenant, the substratum of gospel-grace as the way to the ultimate heavenly 

hope in Christ. But with respect to the old covenant as a typological realization 

of the promised kingdom realm, the new covenant does not confirm the 

continuing validity of the old but rather announces its obsolescence and end.6 

 

That the old covenant became obsolete explains the lack of brutality and the ironic emphasis of 

clemency in the new conquest in accord with the new covenant.  

    We observe that the hurried escape from Egypt and the apparently contradictory and brutal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manifest their true meaning in the new covenant to be embodied 

and fulfilled in Christ Jesus, which is succinctly summed up by Jeon: “Through Jesus’ lif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 new covenant was inaugurated.” 7  We find in Jeon a clear 

description of how the Promised Land—the venue of the “brutal” conquest—later became the 

place for the inception of a new kind of a boundless and expandable but invisible land to be 

conquered: “The Pentecost event was a divine sign that the gospel of the good news should be 

preached and spread to all nation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romised Land. And the church 

of the new covenant was formed and expanded through the evangelical endeavors of the 

disciples of Jesus and believers from Jerusalem to other regions.”8 Defying any extant concept of 

conquest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this new conquest—the global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o and throughout the world—does not consist in killing or subduing the resident of the 

land to be conquered but, however ironic it might sound, in loving the enemy and getting oneself 

killed as a conqueror. This otherwise inexplicable irony finds its explanation in Jeon: 

 
    6  Kline, Meredith G.,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Overland Park, KS: Two Age Press, 2000), 345. 

    7 Jeon, Biblical Theology, 51. 

    8 Ibi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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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ove your enemy" is the eschatological mission message to the Church 

which is given the mission of telling the gospel in all the nations. The Church, 

therefore, must consider it glory to be given the holy task of proclamation of 

the gospel, evangelism and the global mission, even to the extent of shedding 

blood in martyrdom—not reciprocating it with revenge but with forgiveness in 

God's love. 

   It is thus the mission of the Church community people under the New 

Covenant to risk their lives to love God and their neighbors; and to expand 

their sphere of love to pray for, love and tell the gospel to those who persecute 

them and those who are even their enemies. It is through this mission that God 

lets the gospel spread to all the nations and saves his chosen people.9 

 

    Viewed in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the Exodus and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are not remotely separate events but both point to the new kind of conquest to 

unveil their latent meaning. The mission given to God’s people under the new covenant fully 

reveals the seamless continuity and correlation of the three apparently disparate events—the last 

of the three conquests being an ultimate and conclusive one, the conqueror not killing but instead 

being killed a la Christ Jesus—the Son of the omnipotent God who let us be a participant in the 

war against Satan by first giving over his Son to be killed. This ironic conquest serves a dual 

purpose: Satan has been conquered to be subdued but, on the contrary, God’s people in all the 

nations have been conquered to have their lives saved. 

    The clearest explanation is in Jeon of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series of 

conquests and the concept of the consummation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Jesus’ Sermon on the Mount 

is the proclamation of the coming and the inauguration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through the Messiah’s incarnation, lif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enthronement in heaven. It is God’s glorious will to sprea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o all nations under the New Covenant, saving 

the elect through believers’ evangelism, mission, hardships, and persecution, 

sometimes even experiencing martyrdom until the day of the Lord comes. 

 
    9 Jeong Koo Jeon, “Lecture Notes for NT 6113 The Gospels: The Life of Christ” (Baltimore, MD: 

Faith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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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Jesus comes back again, he will not return as a suffering Servant but as a 

glorious Consummator and Judge. And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will be consummated and granted to the elect in Jesus Christ along with the 

new heaven and new earth.10 

 

 

V. Conclusion 

 

    Each of the three chronologically consecutive biblical events—the Exodus, the destructive 

conquest of Canaan, and global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seems to stand alone and be 

independent and irrelevant of each other. Their apparently disparate elements and purposes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s. Viewed in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however, all 

three of the dissimilar events are found to be seamlessly continuous and correlated to one another. 

    The Exodus and the conquest of Canaan find their true meaning in the new covenant to be 

initiated in due time by Christ Jesus. In the new covenant, the conquerors of the world do not kill 

or subdue those who are to be conquered but instead give themselves to be killed to save the 

conquered, loving even their enemies in their endeavor to spread the gospel to all the nations. If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was commanded by God to be brutal and totally destructive, 

the command to conquer the enemies by loving them has been given to the believers by Jesus as 

the “eschatological mission.” 

    The three distinctive events of conquest find their continuity and correlation in the 

gradually unfolded redemptive history—God Almighty has shown in the Exodus his might that 

would be enough to subdue the satanic power; he empowered his people to do the same in the 

 
    10 Jeon, Biblical Theology,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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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and he ironically sacrificed his own Son and commanded his 

believers to imitate him to save many more people beyond the confines of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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