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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8

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진술은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루카 
복음사가의 특수 자료인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전통이 마르코 복음 마태오 (14,3~9), 

복음 과 요한 복음 에 발견된다 서로 비슷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26,6~13) (12,1~8) . . 

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른 여자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예수께서 식탁, . , 

에 앉으시다 셋째 향유병에 대한 언급 요한복음에는 없음 넷째 잔치의 주인인 시. , ( ). , 

몬 요한 복음에는 없다 다섯째 관중들의 비난 여섯째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한 예수( ). , , , 
님의 호의 적 응답 일곱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 루카 요한복음 여덟. , ( , ). 

째 향유의 가격문제, .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루카 복음에서는 갈릴래아의 죄 많은 여자가 갈릴래아의 

바리사이의 시몬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나  마

르코 복음에서는 베다니아의 어떤 여자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루카 복음에서처럼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이 점이 , 다른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루카 복음에서는 향유의 가격에 대한 

언급이나 그의 행위가 예수님이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 또  루

카 복음에서는 시몬이 예수께서 죄 많은 여자가 당신 발에 향유를 바르도록 허용하신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그를 나무랐다. 루카 복음사가의 

주된 논지는 예수께서 그 여자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이 주제가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죄 사함이 바리사이들 가운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반면 마르코 복음과 마태오 복음에, 
서는 그 여자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루카 복음의 서술은 위의 세 . 

복음에 제시된 것과는 구별되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G.Schneider, 

Das Evangelium nach Lukas 1977, 176; R.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1966,449-452)

대중들의 생각으로 베다니아의 여자 마르코 복음 가 베다니아의 마리아 요한 복음 로 ( ) ( )
명시되고 갈릴래아의 죄 많은 여자 루카 복음 와 동일시되기 쉬웠다 세월이 흘러가면( ) . 

서 죄 많은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일곱 악마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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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막달레나와 동일시되었다. 

예수께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신 행위에 대한 진술 의 문학양식은 서술문(7,36~50)

과 비유이다 이 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자에 대한 비난, (7,36~39)

둘째 죄 많은 여자의 사랑과 예수님의 죄 사함, (7,40~50)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자에 대한 비난2. (7,36~39)

절 36 :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 ’는 시몬이다 루카 ( 7,40). 
절 37 : 팔레스티나에서 잔치는 집 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최

되었다. 시몬의 잔칫집에 들어온 여자는 그 도시에서 죄 많은 여자로 알려졌다 그가  . 

누구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그를 마르타와 라자로의 누이 마리

아 요한 나 일곱 악마에 사로잡혔던 마리아 막달레나 와 동일시 할 수 있는 ( 12,3) (8,2)

근거는 없다. 마르타의 자매 마리아가 죄를 지은 여자로 간주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
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죄 많은 여자와는 관계없이 장에서 따로 취급, 8 되기 때문이다. 

또 마리아 막달레나가 악마에 사로잡혔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결과였다는 

증거는 없다. 

절 그는 예수께 가까이 와서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을 희망하며 기쁨의 38 : 

눈물을 흘린 것 같다. 그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눈물을 닦아 내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발랐다 그것은 그분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 

표현이다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발랐다는 루카 . 

복음과 요한 복음의 진술은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시체에 염을 하는 행위의 한 부분. 

으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루카 복음사가와 요한 복음사가의 신학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절 시몬은 예수님이 백성의 생각대로 예언자시라면 당신 몸에 손을 대는 이 여인39 : 

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이 왜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는지 의

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의 이러한 의혹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표현하. 

지는 않았다. 

죄 많은 여자의 사랑과 예수님의 죄 사함3. (7,40~50)

가 예수님의 응답 죄 사함과 사랑의 비유( ) : (7,40~43)

절 예수님은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며 그의 생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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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저지하셨다 예수께서는 왜 당신이 죄 많은 여자의 접근을 허락하시고 그의 죄. 

를 사해 주시는지 비유로 설명하신다. 

절 예수님의 비유에서 41~42 : 어떤 채권자‘ ’는 하느님을, 채무‘ ’는 죄를, 오백 데나리‘

온의 빚을 진 사람’은 죄 많은 여자를, 오십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은 바리사이를 

상징한다 위 . 비유의 핵심은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서 무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것이다.

나 죄 많은 여자와 바리사이에 대한 비유의 적용( ) (7,44~47)

절 44~46 : 예수께서는 빚을 준 사람의 호의로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시몬과 죄 

많은 여자의 경우에 적용시키신다 그 당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의무사항이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무사항이었다면 시몬은 손님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 
고 그렇지 않다면 죄 많은 여자의 감격스러운 사랑을 강조한다 시몬은 예수께 최상, . 

의 대접을 하지 않은 반면 그는 극진한 사랑과 정성을 드렸던 것이다 손님의 발에 , .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최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다 여자가 남자의 발에 입을 맞. 

추는 것은 비천한 위치에서 극진한 존경을 보였음을 가리킨다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 

바르는 것은 특별한 예우의 표시인데 시몬은 예수께 이러한 예의를 보이지 않은 반
면 그는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다, .

절 47 : 용서받았다‘ ’라는 수동태 동사는 하느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암시 한

다 그가 예수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은 하느님께 이미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 

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는 반면 예수님을 적게 사, 
랑하는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은 하느님께 대한 그 여자의 믿음에 뿌리.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시몬은 죄 많은 그 여자에 비해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다 그는 죄 의식이 약하고 하. 

느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예수님의 죄 사함( ) (7,48)

절 48 : 하느님의 죄 사함은 지속적 효력을 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겸손한 봉사. 

를 사랑의 행위로 인정하시고 권위 있게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당대 바리사이들이 . 

그의 행동을 부정한 짓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확인

해 주셔야 했다 그러나 죄 사함은 하느님의 특권이므로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마다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루카 .( 5,20-21.23; 7,49)

라 바리사이의 반응( ) (7,49)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이들‘ ’이 예수님을 죄 많은 여자의 접촉을 허용하시거나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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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만 유보된 특권인 사죄권을 가로챔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했

다 그러나 사죄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자를 능가하시는 분이다 예수. . 

님께서는 하느님의 사죄행위를 전하는 도구일 뿐 자기들이 직접 죄를 용서하는 권한

은 없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과는 달리 직접 하느님의 전권인 사죄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마 죄 많은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 ) (7,50)

그의 믿음은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이고 

예수께 지극한 사랑을 드림으로써 살아 있는 믿음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수께 대한 . 

사랑의 봉사를 통해 자기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하느. 

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 죄 사함은 구원에 필수적이다 그 여자는 하. . 
느님의 구원을 받고 평화로이 즉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충만한 안녕과 생, 

명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시몬의 집을 나섰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