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윗의 후손, 예수에 관한 질문 모음

질문1: 예수님께 부친인 요셉의 유전자가 있나요?

질문2: 없다면 단절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계 족보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질문3: 요셉의 육적혈통(유전자)이 단절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1)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A.정자없이 난자만 사용하신 것일까? 

 B.아니면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하지 않고 자궁만 이용(새로운 세포를 주입)하신 것

일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난자만 사용하셨다면 성령께서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여 수정란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생명과학 기술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난자에 체서포 유

전정보를 삽입하여 전기충격만으로 수정란이 될 수 있다. 복제인간 기술이 바로 그

것이다. 최근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을 통하여 일반세포를 도구로 수정란으로 

유도 할 수 있다. 

 마리아의 몸(자궁)을 통해 태어나셨다면 난자와 정자 모두 없이 성령께서 

유전정보와 정보를 담는 그릇인 세포까지도 만드셔서(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

게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만

물을 질서있게 만드셨던 것과 같은 개념의 기적이다. 현재 과학기술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광자(빛)를 이용하여 소립자(물질)를 발생시키는 기술

이다. 

 어떤 방법일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의 유전정보를 물

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으신 것은 확실해 보인다.

2) 요셉의 유전정보(족보)는 무의미 한 것인가?

 비록 요셉의 정자 안에 있던 유전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지라도 마리아와 

혼인계약관계에 있던 사람은 요셉이 유일하다. 양자도 핏줄은 안 통하지만 계보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보 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다윗의 후손

이라는 족보의 중요성).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렇다. 요한복음 7:42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

레헴에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

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2:29-30, 

13:23, 디모데후서 2:8, 요한계시록 22:16 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말씀하고 있다. 

3) 예수님은 육적, 영적 모두의 계보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역대상 5장에는 진정한 장자의 명분이 유다가 아

닌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대상5:1~2). 그런데,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면서 족보에는 마땅히 장자

의 명분대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은 기록되지 못하

였다. 요셉이 승계 받은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장자권으로 볼 수 있다. 요셉은 

육적인 족보에서 빠졌고,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곧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

세를 자신의 아들 족보에 포함시킨 후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라

고 창세기 48장 6절에 예언하고 있다. 야곱이 말한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요, 그 조부가 야곱으

로 기록돼 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일치되고 있

다(마1:2,16).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는 육적 족보에서 

빠지고 영적 장자권을 계승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족보상으로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했

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족보를 초월한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육적 장자의 혈통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과 족보를 초월

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곧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를 좇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히7: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