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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복음 개요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1.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정황 증거들 

•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의 공통점 (누가 1:3, 사도행전 1:2),  

o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연결 

o 누가가 사도 바울의 (                        )에 동참 (골 4:14, 딤후 4:11, 빌 1:24 절) 

• 저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다 (누가 1:2-3) 

• 누가복음에 고급 헬라어가 사용, 누가의 직업이 의사 (골 4:14) 

• 누가가 저자라는 2 - 3  세기 기록들 

• 누가 복음의 저자를 사도바울의 동역자로 인정하여, 누가복음이 정경에  포함됨 

2. 누가복음이 씌여진 시기: 50년대말, 60년대초가 가장 유력하다.  

• 누가 복음은 사도 행전 보다 먼저 적힌 것으로 추정 

• 누가복음에 서기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적혀있지 않은 점 

• 사도행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60년대 중반의 (                      )에 의한 기독교 박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적힌 것으로 추정됨 

3. 특징:  

• 24장으로 마태복음의 28장 장수에 있어서는 짧지만 내용상으로 더 많고 길다.  

•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 

• 누가는 사도 바울의 2, 3 차 전도여행을 같이 한 동역자이자 의사이다.  

• 누가 복음 앞부분에 서문이 있어서 복음서가 적힌 대상자 (데오빌로) 와 복음서의 저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1장 1 – 4 절) 

• 예수님의 (                       )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유일한 복음서 이다 (2장 41- 51).  

•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하여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역들에 관한 내용이 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누가 복음의 마지막 두절은 복음서의 에필로그 

o 사도 행전의 첫 부분과 내용적으로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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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및 저술 목적: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라는 사람에게 적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복음서는 많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적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데오빌로에게 “존귀하신” 이라는 호칭을 사용.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Lover of God).  

• 누가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초기부터 자세하게 조사하여 본 내용들을 

적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5. 주요 신학적 주제들 

•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 사가랴의 예언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약속과 성취 (1:68-79).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가랴의 예언속에 세번 등장 (1:69, 71, 77) 

-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혀 보여주심 (19:9-10) 

•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이시다 

-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2:25 - 38 

- 4:18-19 : 이사야 61:1-2 의 성취 

-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7:18-23 

• (                      )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  

-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많이 나타난 복음서이다. 

-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관심: 3:23-38 

-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될 소식 (2:10, all the people),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 (2:32) 

- 예화에 등장한 이방인들: 4:25-27, 7:9, 10:30-37, 17:16 

-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4:18 

-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213 – 21 

- 죄인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5:30-32 

- 죄인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7: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