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놀라지 말라 Do not Amazed 

본문, 마가복음 16:1-8절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When the Sabbath was over,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Salome, bought spices, so that they might come and anoint Him.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Very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y came to the tomb when the sun had risen.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They were saying to 

one another, "Who will roll away the stone for u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4.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Looking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 although it was extremely large.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Entering the tomb, 

they saw a young man sitting at the right, wearing a white robe; and they were amazed.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And he said to them, "Do not 

be amazed; you are looking for Jesus the Nazarene, who has been crucified He has 

risen; He is not here; behold, here is the place where they laid Him.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But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He is going ahead of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just as He told you.'" 

8.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They went out and fled from the tomb, for trembling and astonishment had 

gripped them; and they said nothing to anyone, for they were afraid.  

 

본문의 내용에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지금의 주일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셋이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시고 그것을 먼 곳에서 지켜 보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돌아 가신지 

사흘 후에 이른 새벽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1-2절) 

해가 돋기 시작할 때 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굴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셋이서 밀어도 쉽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돌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을 깨워 무덤의 돌을 밀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주위에 힘이 센 남자들을 미리 말해 두었다가 그 일을 도와 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야고보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셋이서 그 돌을 밀어 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덤 문에 막혀 있는 돌이었습니다(2-

3절)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미 심히 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4절).  

열려진 문으로 들어 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5절). 이 청년은 귀신처럼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입에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흰 옷을 입은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 나라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모내진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고 있는 천국에는 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천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 여인들이 놀랐던 것은 흰 옷을 입은 이 청년이 자기들 보다 먼저 와서 그 무거운 돌 무덤을 

밀어내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돌아가는 길에서 

만났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무덤 속에는 안 계셨던 것입니다.  

이 천사 청년은 그 여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6절).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여인들이 찾던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분부하신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7절). 그 내용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면서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8절). 이 내용에서 이 여인들은 심히 놀랐고, 그 놀라움 때문에 떨렸고, 도망했으며,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놀랐으며, 떨렸고 도망했으면 무서워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청년이 무섭게 생겼을 까요? 아니면 무섭게 명령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 

여인들이 놀랐고, 떨렸으며, 무서웠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상식을 떠난 놀라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이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꿈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심히 놀랐고, 떨렸으며, 무서워 도망하였고 말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천국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는 현실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날 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극히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무섭고 도망하였지만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사건 즉 죽음 이후에 당하는 

사건이 놀라운 일인데, 어떤 사람은 놀라 떨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놀라움에 흥분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 도망하고 싶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쳐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 때문에 서로 놀라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간도 죽음 이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놀랍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천국의 천사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 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는 위로와 축복입니다(마태복음 

28:10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사람은 실천을 통하여 축복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1절) 

1.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1) 유다서 1: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2) 요한 1서 5: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3) 요한복음 14:23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 요한복음 12:2절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2) 누가복음 5:29절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3.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실천했습니다(“무덤으로 가며”) 

1) 빌립보서 3: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둘째, 놀라운 일이 현실로 가가 온다는 것입니다(5절) 

1. 인생은 마지막이 있습니다(4절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1) 요한복음 6: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 요한복음 12: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하 ㄴ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2. 천국 또는 지옥으로 선택되어 질 것입니다(“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1) 마태복음 23: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 마태복음 10: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3.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그가 살아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1) 마태복음 13:42절 “풀무 불에 던져 넣으니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니라” 

2) 마태복음 8: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3) 누가복음 13: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셋째, 반드시 마지막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6절) 

1.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놀라지 말라”) 

1) 요한복음 8: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2.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심판이 있습니다(“예수님을 찾는구나”) 

1) 요한복음 5:30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 결과는 영원하게 됩니다(“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1) 요한복음 17: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흔하게 있는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 16장, 마 28장, 요 20장, 갈릴리 해변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Magdalene)출신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일곱 귀신에 들려 방탕하게 

살았던 여인,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상태까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을 도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 16장, 마 28장 “다른 마리야=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는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 

되어 사는 강림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 그곳에 고아인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로에 계셨을 때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붇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한 

여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행 12:12):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누님, 부유했던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혼자 살았음. 한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활용하여 섬겼으며, 집을 개방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큰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한 장소가 되었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장소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마가(마리아의 아들)의 다락방이 되었음.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생활에서 성장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사도 바울과 외삼촌 바나나와 함께 

초대교회 시대에 사역자가 되었음. 

 살로메: 막 16장,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 현장을 

지켜 보았으며, 부활 하신 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 (헤로디아의 딸과 다름) 



 요안나: 눅 24장. 요안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며,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눅 8:3절)였으며, 그녀는 물질로 주님을 도왔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그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