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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모두를 위한 복음의 은총을을 선포한다.
누가는 의사로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는 역사가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교회의 시작, 성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 (사도행전)을 제시한다.
I.
누가복음의 책 이름:
카타루콘 (누가에 의한) 란 이름으로 누가의 이름은 신약에 3 번 나온다 (골 4:14; 딤후 4:11; 몬
24). 우리는 누가복음이라고 부른다.
II.
누가복음의 저자, 기록연대, 장소, 수신인
1) 저 자: 누가이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1) 본서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한 사람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었다 (눅 1:3; 행 1:1).
(2) 사도행전에 우리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행 16:10-17; 20:15-21; 27:1-28).
사도행전의 저자도 함께 하였음을 보여준다.
누가는 바울의 2 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도 함께 동행했고 (행 16:10-40), 제 3 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을 갔다 (행 20:5-21).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가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었음을 언급한다. 바울의 권위를 힘입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3)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본문 1:1-4 의 서론이 열쇠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다. 누가는
의사이고 (골 4:11, 14 ), 선교사, 목회자이고, 역사가, 신학자 이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난
곳에서 시작한다. 누가는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에도 있었고(골 4:4; 몬 24),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 (딤후 4:11). 그는 헬라화한 유대인일 것이나 이방인과 더 가까웠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
(골 4:14) 이었다.
2) 기록 연대: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데오빌로 같은 구도자의 주목을 끌 정도로 기독교가 발전한 후 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나는 것 처럼 보인다. 누가는 에수님의 지상생애가 끝난 후에 기록을 했다. 본서는 60 년도쯤 썼을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을 믿은지 10 여년이 지났을 것이다.
3) 수신인 : 누구에게 썼나? 일차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쓴다.
각하라는 호칭을 보면 귀족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것이다.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 (1:4) 으로
누가의 후원자로 도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가는 폭 넓은 헬라 사람들 이방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썼다. 다른 사람들로 데오빌로처럼 개종하기를 원했다.
III.
누가복음의 구성
누가복음의 구성은
1) 인자의 소개
(1:1-4:13)
a. 탄생 및 어린 시절
1-2 장
b. 세례요한
3:1-20
c. 세례와 시험
3: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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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역
(4:14-9:50)
갈릴리 사역
4:14-9:50
후기사역과 배척 (9:51-19:27)
배척의 증대
9:51-11 장
예언과 교훈
12:1-17:27
고난과 부활
(19:28-24:53)
고난과 죽음
19:28-23 장
부활과 승천
24:1-24:53

IV.
누가복음의 특징
1) 의학적 관심: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 용어와 병명을 사용하고 (눅 4:38; 7:15; 14:2;
18:25), 또한 치유의 진단과 치유의 설명이 상세하다 (눅 4:38; 5:12; 8:55; 22:50).
2) 예수님의 유아시절: 탄생과 주변 이야기를 기록한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한 고지,
엘리사벳과 마리야의 노래, 세례요한의 유년기,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 예수님의
할례, 성전에서의 소개, 예수님의 유년시절 등이 상세함을 기록했다.
3) 개인들에 대한 관심: 비유 19 개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다수가 개인들에 대한
관심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10 장), 어리석은 부자 (7 장). 나사로와 부자 (16 장),
바리새인과 세리 (18 장), 15 장의 유명한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 등이다.
4) 기도에 대한 강조
5)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눅 4:16 이하의 예수님의 설교), 가난한자, 억압받는자, 병든자,
버려진자, 소외된자, 여인들에 대한 관심,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6) 성령에 대한 관심
V.

누가복음의 주제들

1) 예수는 메시야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였다.
2) 예수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3)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4)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병든자나 약한자 소외된자, 죄인들의 친구와
구원자가 되셨다.
5) 예수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
6) 예수는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다.
7)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8)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명하셨다.
VI.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인자 Son of Man
2) 핵심 절 : 19:10; 24:47-48
3) 핵심 장 : 제 15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