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히브리어로 라는משיח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가지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잠시 내려놓고 구약성서 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의미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적용이됩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이 부어졌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편에서도 왕권과 기름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기름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들도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 뿐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사 45:1).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특별함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모세, 멜기세덱, 다윗이 메시아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인간"이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유대교 문서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상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근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교도의 문화(헬레니즘)로부터 이스라엘 만의 고유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고,

외세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

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늦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벤-시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메시아관은 단지

유다라는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 온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왕권과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자격을 모두 갖춘 메시아였습니다. 

제2차 성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관이나, 쿰란에서 발견된

메시아관의 공통점은 (1)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며, (2) "메시아"라고 불려지고, (3) 메시아는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고, (4)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훼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교적인 메시아관 때문에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는가?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신이

되었는가? 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신이 되었는가? 라는 기독교신학의 교리적인 질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는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정말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따랐던 메시아들도 80명이 넘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관은 메시아일지라도 그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이시라는

것이 구약성서를 바탕으로한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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