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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교적 고백인가? 아니면 기독교적 고백인가? Jesus 

is the Son of God ! Is the confession Jewish or Christian?   

 

들어가는 말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유일하신 야웨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독교는 특히 역사적 

존재인 예수를 메시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교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가 구약성경에 14 번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즉 이스라엘 

공동체나 특정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들은 아들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유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은 당시 무지한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요 5:18).2 그런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가 예수를 죽인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유대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본 소 논문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나 특정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를 

살펴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나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도 역시 유대주의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 복음서의 첫 선언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사성과 신학적 

의미를 가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떤 면에서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어떠한 면에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고백이 

                                                           
1 Joachim Jeremias,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9-30.  
2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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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유대교와 예수와의 관계, 예수와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1.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개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When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floggings inflicted by men, 

삼하 7:14).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이례적인 장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만 형성되었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He said to me： 

'Solomon your son is the one who will build my house and my courts, for I have chosen him 

to be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대상 28:6). 

 

비평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계승되는 다윗 왕권을 영원토록 확고히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는 역사적 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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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언하는 예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Yet the Israelites will be 

like the sand on the seashore, which cannot be measured or counted.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호 

1:10)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I will say to the north, 'Give them up!' 

and to the south, 'Do not hold them back.'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s of the earth, 사 43:6)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They will come with weeping; they will pray as I bring them 

back. I will lead them beside streams of water on a level path where they will not stumble, 

because I am Israel's father, and Ephraim is my firstborn son, 렘 31:9).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s not Ephraim my dear son, the child in whom I 

delight? Though I often speak against him, I still remember him. Therefore my heart yearns 

for him; I have great compassion for him," declares the LORD, 렘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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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특별한 언약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과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동시에 신 14:1-2 에 

나타나고 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Do not cut yourselves or shave the front of your heads for the dead, [2] 

for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Out of all the peoples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LORD has chosen you to be his treasured possession, 신 14:1-2) 

 

신명기서에 의해 “택함을 받은 백성”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편 2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와 연관되어 등장한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 시편 2 편 전체 (2:1-12)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5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 Why do the nations conspir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3] "Let us break their chains," they say, "and throw off their fetters." [4]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s; the Lord scoffs at them. [5] Then he rebukes them in his 

anger and terrifies them in his wrath, saying, [6] "I have installed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7]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8]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9]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10]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warned, you rulers of 

the earth. [11]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12]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be destroyed in your way, for his wrath can flare up in a moment.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시 2:1-12).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고 하는 존재는 “기름부은 받은 자” (Anointed One)로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에게 입을 맞추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나 딸, 즉 자녀로 부르는 

전통이 유대교 안에 존재함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다윗이나 

솔로몬 등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었음도 알게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 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곧 기름부음 받은 자로로서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아울러 메시아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한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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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가 14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예수가 사 복음서에서 170 회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자.3   

 

1) 마가복음에서  

사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몇가지 예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어떤 특정 개인에게, 그리고 기름부은 자 (메시아)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매우 유대교적인 표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유대교적 표현에 “예수”라는 인물을 넣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함으로써 예수가 곧 구약의 전통에서 말한 그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개인을 의미했고, 특히 신 14:1-2 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거나 시편 2 편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등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예수라는 인물로 통합을 

이룸으로써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할 때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2)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라고 하는 

유대적 표현을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      

                                                           
3 Joachim Jeremias, The Central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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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I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says the Lord 

Almighty, 고후 6:18). 

 

그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정된다. 즉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으며, 동시에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특정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기독교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도 그러한 보편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3)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편 7 절에서 언급한 아들이 곧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대 제사장이요 

메시아임을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For 

to which of the angels did God ever say,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Or again,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히 1: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So 

Christ also did not take upon himself the glory of becoming a high priest. But God said to 

hi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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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데,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구약의 전통에서 말하는 대 제사장이 되셨다고 선언함으로써 기독교의 기독론을 

완성하고 있다.   

 

3.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던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있는 듯하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자녀라고 하면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역시 그 자녀들중 

하나에 불과한가 아니면 특별한 존재인가? 요한복음은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다른 

자녀들과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먼저 1:12-13 을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요 1:12-13).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유대교적 개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구약의 전통과 달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독생자” (God's one and 

only Son)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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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 1:14)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1: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 3:16)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요 3:18).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의 유대주의에서와 같이 공동체나 특정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신약에서는 구약의 전통 안에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점이 

발견된다.  

첫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하나님 이해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졌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 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도 빈번하게 

아버지라 부른 것이 당시 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교정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가 전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0 
 

둘째, 시편 2 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곧 메시아가 되는 유일한 귀절이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마가복음 1 장 1 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곧 메시아인데,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는 어느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대교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인 예수를 대 제사장이라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기독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본다.  

셋째,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 전통 안에서 

모두 등장하는 가능한 표현으로서 기독교도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는 

메시아이다”라는 선언만 가지고 기독교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라는 관계가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듯이 신약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나 각 개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유대주의 안에서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특정 가문이나 제한된 선택의 개념 안에서 적용되는 

것에 반해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공동체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섯째,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기독교 공동체나 개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예수와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인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를 “독생자” 

(God's one and only Son)라고 구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론: 나가는 말  

“하나님의 아들”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도 등장하는 

유대적 표현임을 인정할 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 한 것은 

유대주의나 기독교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 문제가 

된다.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분리하여 선언하는 것은 기독교에 

문제가 된다.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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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신학적 근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게 있고 그러한 

정체성을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자신들은 그의 자녀라고 

믿는 고백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소 논문을 마침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고백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제, 즉 예수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쉬고, 또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과 함께 연구해야 할 주제 중 하나로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바” (Abba)라 부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지면상 살펴보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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