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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주간 설교 3

“열정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                                 

        
[개역개정] 마태복음 26 : 69-75

69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

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

명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서 심히 통곡하니라

[NIV] Matt 26 : 69-75

69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70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71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ther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72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73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74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75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오늘 볼 수난의 파사드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회한에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있는 장면
입니다.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뒤에 닭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 번 부인하게 만든 것을 상징한 세 명의 여인이, 그리고 배신했음을 깨닫게 하는 닭 
울음소리의 주인공인 닭, 그리고 베드로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면, 선과 면으로 회한에 찬 베드로의 표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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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한다”는 말을 언제 하게 될까요? 아마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
을 때 우리는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이란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
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야말로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봉희 목사의 설교 중에서)

베드로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은 자기 부인하고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에서 

“를” 자를 빼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로 알아들어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베드로의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둘째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 3 -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배신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는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앞장서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는 자식을 언제 자랑하나요? 자식이 언제 부모님을 자랑하나요? 
자식이 자랑스럽고, 부모가 자랑스러울 때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자식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 아닐까요?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때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순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자랑스러움이 수치스러움으로 변했냐는 것이
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다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

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

다.’ …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열정’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신’이죠.
열정과 배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7일자 조선일보 ‘Why?’에 춘원 이광수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의 친일행위
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친일’에 앞서 열정적인 민족 계몽 
운동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친구 중에 손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해 싸움도 잘하

는 청년이었다. 그 사람 말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손 씨는 이광수가 1922년에 발표한 

‘민족 개조론’을 읽고 격분해 춘원이 살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손 씨는 그 글이 

조선 민족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풀이 할 마음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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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을 찾아가 춘원 앞에 앉았더니 이 겨레의 어제와 오늘을 얘기하는 그의 애국심에 감동해 

아무 말도 못 하고 물러났다는 것이다. 춘원의 애국심에 비하면 자신의 조국애는 비교도 안 된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춘원은 동경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3·1 독립선언이 발표되기 전 이미 2·28 독립선언서를 기

초했다. 그리고 민족 개조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 나름대로 채찍을 들고 이 겨레를 훈계했다. 

춘원이 무슨 까닭에 일본 편을 들게 됐을까. 그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도다. 그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됐고 우리말로 신문에 글을 쓸 기회도 사라졌다. 

만일 그에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내선일체'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년쯤 뒤에는 일본이 망했으니까. 그러나 이광수는 일본을 도와서라도 장차 조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닐까.

춘원은 반민특위의 신문(訊問)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길을 가서라도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그의 그런 고백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리는 없다. 

춘원 연구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니가타 대학의 하타노 세쓰코 교수는 '이광수'라는 

책에서 한국의 나쓰메 소세키로 볼 수 있는 춘원이 민족 반역자, 매국노로 낙인찍힌 사실을 매

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국 근대문학의 원조라는 이광수는 결코 매국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춘원의 아들(이영근)과 딸(이정화)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많은 조사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6·25 때 몸에 열이 있어서 피란을 가지 못한 

춘원은 납북돼 강계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가 어디서 마지막 숨

을 거두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때라도 춘원 이광

수에게 가장 타당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춘원 이광수가 생각했던 대로 나라의 정세가 흘러갔다면, 그는 친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의 항변이죠.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길을 가서라도 민족

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열정과 배신이 혹 ‘잘못된 열정’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열정 이라는 영어 단어 ‘enthusiasm’은 ‘en’과 ‘theos’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왜곡된 열정이 베드로로 하여금 쉽게 배신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자신의 욕망을 정직
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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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이런 열정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잘못된 열정을 가진 베드로의 배신과 아픔뿐만 아니라, 식지 않는 열정
으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가 했던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
세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요나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열
정이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선지자로 택함 받은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추적하시며 사용하시는 열정,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열불!”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 방향을 바로 잡으면 무섭게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열정 앞에 다시 선 베드로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
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충성’의 다른 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에서 동일한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
고 부끄러움과 수치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다시 타오르는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 .부인하고. . .저주하며. . .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강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

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

명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한 여종이 물었을 때는 그저 부인하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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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
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이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급기야 이 여종을 거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

명한다 하거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3 Shortly after that, some bystanders approached Peter. "You've got to be one of 

them. Your accent gives you away."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accent’라는 말이 ‘사투리’와 같은 표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 갈릴리 근처의 사투리를 썼겠
죠. 하지만 단순히 억양이 같다고 ‘한 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베드로에게 배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에게 드리워진 예수님의 흔적을 지울 수 없기에 더욱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맹세’까지 해야 할 만큼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거짓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맹세한 것을 지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래 맹세는 진실과 연결되어 있어야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율법은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 쉽게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맹세부터 하고 봅니다.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맹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
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옳다 그르다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맹세를 할까요?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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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베드로는 도를 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작품인 수난의 파사드에 정면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표정,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닭의 모
습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서 우는 닭 울음소리에도, 날이 밝아오지만 결코 밝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
다. 후회하는 인생은 결국 통곡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74-75절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

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눈물’입니다. 눈물은 ‘정화작용’을 합
니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이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와 회한은 눈물과 함께 통곡하며 빠져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서 말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치르려 합니다. 돈을 제자장의 뜰
에 던지고는 밖에 나가 목을 매고 자살합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죗값은 자신이 치루겠다는 교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
니다. 배신의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수난의 파사드에 나타난 ‘베드로의 회한’은 너무도 수치스런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밖으로 뛰어 나와 울고 또 울었던 그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포
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통곡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순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순절을 지나며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부인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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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주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눈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연민’이 아니었을까요?
배신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그의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
의 마음 말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간 
스탠리 존스 목사님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소명이 선교사라고 고백하며 인도로 돌
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선 [순례자의 고백]에 보면 그가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보이고 괴롭히는 인도 현지인들의 결점이 보여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때문이었다고 말입
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에 그의 회한이 컸
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베드로만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끝까지 사용하셨기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증거 되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열정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복음
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그의 열정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의 마음속에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어쩌면 베드로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과 큰 회한 만큼이나 큰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부끄러웠던 우리의 기억을 열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