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복음서 서문의 구조적 의미론 분석

김광모(부교수/신약학)

들어가는 말

서사적 읽기(narrative criticism)1로 표현하면, 누가는 내포저자 겸 

서술자로서 명시적 논평(눅 1:1-4)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기-의식적으

로 서술해 피서술자인 데오빌로와 친 한 관계에서 수사학적 설득을 목

적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2 이 논평은 한 문장(sentence)인데, 여섯 

개의 절(clause)로 균형과 대칭을 이룬 문학적 특성을 지닌다.3 단어 선

정은 신중한 선택의 결과인데, 정선된 단어 중에는 신약성서에 단 한 

차례만 사용된 단어도 있다.4 그리고 문체는 그레코-로마 수사학적으로 

1 권종선, “서사비평과 신약성서 해석,” ｢복음과 실천｣, 18집 (1995), 12에 
의하면, 서사비평이란 서사(敍事), 곧 이야기 형태의 문학을 이해하는 이론인 
서사론(narratology)을 성서에 있는 이야기 형태의 책들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
한 비평방법으로, 주로 텍스트 안에서 내포저자(implied author)가 서사의 두 
부분인 이야기(story, 서사의 내용)와 담론(discourse, 서사의 방법)을 통해서 
내포독자(implied reader)에게 의도하고 요구하는 가치나 태도를 어떻게 전달
하고 있으며 또 내포독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를 분석하는 방
법이다. 참고., 김광모, ｢마가의 서사적 기독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5), 42, 
57-70.

2 Steven M. Sheeley, Narrative Asides in Luke-Acts,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7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98, 115;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9), 195.

3 Friedrich Blass, Philology of the Gospels (London: Macmillan, 1989; 
reprint, Macmillan and Co Limited, 2011), 1; James M. Dawsey, The 
Lukan Voice: Confusion and Irony in the Gospel of Luke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6), 18.

4 Dawsey, The Lukan Voice, 18-19은 evpeidh,per( peplhroforhme,nwn( 
pare,dosan 등을 예로 든다. 



     성 침 논 단⦁제 8집⦁201140

‘고상하고 세련된’5 장엄체이다. 헬라어 본문과 필자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1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avnata,xasqai dih,ghsin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2 kaqw.j pare,dosan h̀mi/n oì avpV avrch/j auvto,ptai kai.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3 e;doxe kavmoi. parhkolouqhko,ti a;nwqen pa/sin avkribw/j kaqexh/j soi 

gra,yai( kra,tiste Qeo,file( 
4 i[na evpignw/|j peri. w-n kathch,qhj lo,gwn th.n avsfa,leianÅ

1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들에 관해 적절하게 배열

된 이야기로 쓰려고 손을 대었기에,
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사역자였던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

게도 전해줬듯이, 
3 존귀한 데오빌로여,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배열된 이야기로 써 

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

사했기 때문이며,
4 당신이 배운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6

5 Arthus A. Just Jr., Luke 1:1-9:50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6), 37; 윤철원, ｢누가복음 다시 읽기｣ (서울: 이레서원, 2001), 
19. 참고., 서문에 이어지는 내러티브 부분은 단순한 어휘와 문체를 사용하는 
셈어적 특징을 보인다(Dawsey, The Lukan Voice, 19; Robert C. Tannehill, 
Luke,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33).

6 Luke Timothy Johnson, The Gospel of Luke, Sacra Pagna Serie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27은 구조적 의미론에 부합한 
번역을 제시한다: “1 Since many have tried to arrange a narrative about 
the matters that have been brought to fulfillment among us 2 just as the 
eyewitnesses who also became ministers of the word handed them on 
to us from the beginning, 3 I too decided, since I have examined 
everything carefully from the star, to write for you, excellent 
Theophilus, an orderly account, 4 so that you might have full confidence 
concerning the words in which you have been i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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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은 기록 이유와 방법은 물론이며 기록 당시 예수에 관한 전승의 

상황도 서술한다. 서술자는 문학적 균형을 유지한 채, 자신을 과거와 연

결할 뿐만 아니라 피서술자가 받은 전승에 확신을 주려는 열망을 서술

한다.7

“헬라적 서문”8으로 불리는, 서술자의 장엄한 1인칭 관점의 논평은 

피서술자는 물론이며 특히 헬라적 저술에 익숙한 지적인 독자의 관심

을 단번에 휘어잡는다.9 그들은 당대의 관행적 문법과 어휘 그리고 장

르를 근거로 의미를 파악하기 마련이다.10 이 중요한 자기-의식적 논

평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주요주제는 기록목적, 수사학

적 전문성, 누가-행전의 장르 등이었다. 물론 문학적 장치(literary 

device)의 역할도 주요 연구대상이 돼야 한다.11 본고는 서술자의 논평

적 서문에 대한 “구조적 의미론”(structural semantics) 분석을 통해, 

서술자가 피서술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7 Darrell L.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Carefully Building on 
Precedent (Luke 1:1-4),” Criswell Theological Review 5 (1991): 183.

8 Bock, Luke 1:1-9:50, 52는 헬라적 서문과 관련해 마카비 2서 2:19-31, 
요세푸스의 ｢고대사1｣ 서언과 “아리스테아스 편지,” 시락서 등을 소개한다. 
Fred B. Craddock, Luke, Interpretation: A Biblical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5는 이 서
문이 당대의 의학저술가 그리고 역사가의 서문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Robert 
H. Stein, Luk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4A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62는 이 서문을 누가복음서만의 서문으로 간주한다. 
사도행전에 서문(행 1:1-2)이 별도로 있으며, 누가에게 전해진 전승이 사도행
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전승이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음전승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9 Tannehill, Luke, 33.

10 William S. Kurz, S.J., Reading Luke-Acts: Dynamics of Biblical 
Narrative (Lousiville: Westminster/John Konx Press, 1993), 39.

11 Sheeley, Narrative Asides in Luke-Acts, 116. Loveday Alexander, 
“Luke's Preface in the Context of Greek Preface-Writing,” Novum 
Testamentum 28, no 1 (1986): 53은 서문의 특징을 네 가지 범주, 곧 양식, 
구문 구조, 주제, 문체 등을 제시한다. 참고., 김경진, “누가복음 서문 연구: 그
리스-로마 문학양식에 따른 헌정사,” ｢기독신학저널｣, 14호 (2008): 227-33
은 서문의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누가복음의 역사성을 증거한다; 
둘째, 누가복음이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학적 양식에 따라 저술된 것임을 보여
준다. 셋째, 복음의 내용에 확실성을 더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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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삼는다.

구조적 의미론

우선, 본고의 연구 방법론인 “구조적 의미론”을 간략히 살펴보자. 

Eugene A. Nida는 의미론을, “언어의 가장 흥미로운 국면은 의미이지

만, 우리는 의미의 구조와 그것의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

으로 해야 한다.”라고 정의했다.12 의미는 기호에 의해 함축된 것을 결

정한 것인데,13 구조적 의미 요소들이 특별한 규칙에 따라 배열될 때 

비로소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14 구조적 의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구조적 관계로 구성된다.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언어수행

(parole)에 대한 분석은 구조적 관계의 규칙성을 밝혀주는데, 그 규칙

성은 언어능력이 있는 화자나 청자에 의해 숙지되는 언어체계(langue) 

내에 작용하는 통사적 법칙을 설정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

면, ‘병렬관계’(paradigmatic relation)는 한 문장 안의 어떤 단일한 단

어와 그 문장의 통사적 형태를 깨트리지 않고서도 대체될 수 있는 다

른 단어들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통사단위가 되도록 단어연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한정하는 수평적 관계를 말한다.15 “의미론”이라

고 해도 무방하지만 “구조적 의미론”라 한 것은, 전통적 문법에서의 의

미론과 차별을 두며, 또한 현대 언어학적 의미론임을 부각시키기 위함

12 Eugene A. Nida, Exploring Semantic Structure (Munich: Fink, 
1975), 9, J. P.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4에서 재인용; Anthony C. 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Grand Rapids: Eerdman, 1977), 75에 
의하면, 의미론은 언어적인 문맥과 외-언어적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연구한다.

13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19.

14 David A.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Grand Rapids: Eerdmans, 1988), 8-9.

15 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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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다. 

J. P. Louw는 (구조적) 의미론이 단어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되고, 

담화 전개의 기초 단위인 단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락

은 문장으로 구성되고,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은 

신약성서 헬라어 의미론의 초기 연구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단어-중심

의 방법론과는 정반대의 절차이다. 따라서 그는 의미론 분석을 담화분

석(discourse analysis)으로 부른다.16 의미론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단락, 섹션, 전체 텍스트와 같은 보다 큰 언어 단위, 곧 거시구조

(macrostructure)에 주목할 뿐 아니라, 문장들을 보다 큰 구문론적 단

위에 연결시키는 응집성 혹은 응결성(cohension, coherence)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17 문장들이 응집성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론적 패턴(semantic pattern)이라 한다.18

단락 구조 분석(눅 1:1-4)

복합문으로 구성된 서문의 구조를 분석해보자. 서문의 언어적 구조

를 통사론의 용어를 사용한 분석은 대략 네 가지이다: (1) 종속절

(protasis, 1-2절) + 주절(apodosis, 3-4절); (2) 도입절 + 결과절;19 

(3) 원인절(1-2절) + 중심절(3절) + 목적절(4절);20 (4) 종속절(1-2

절, [부가적 언급, 2절]) + 주절(3-4절).21 본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16 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vii-viii. 

17 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171-72은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상황적 요소들, 곧 저술 장소, 저술 경위, 그리고 
독자의 환경을 분별하면서 특정 부분의 상대적 중요성과 핵심성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18 John C. Tuggy, “Semantic Paragraph Patterns: A Fundamental 
Communication Concept and Interpretive Tool.” in Linguis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Discourse Analysis, ed. David Alan 
Black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46.

19 Craddock, Luke, 15.

20 허주,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의 주해와 적용,” ｢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
미, 200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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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들을 통합해 이유부사절(1-2절, [부가절, 2절]), 주절(3-4절, [목

적부사절, 4절])로 분석한다.22 복잡해 보이지만 언어적 구조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 두 개의 절을, 저자가 좋고 믿을 만한 이야기

를 기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되지 않은 주장을 지

지하는 설명과 비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절은, 앞의 두 개의 절과 결합된 관계에 있는 분명한 주장과 설명을 기

술한다.23

종속절과 주절 간에는 병행적 요소가 있다. 종속절의 “많은 사람

들”(polloi.)은 주절의 “나에게도”(kavmoi.)와 병행적이며,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내려고”(avnata,xasqai dih,ghsin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써 

드리는 것이”(pa/sin avkribw/j kaqexh/j soi gra,yai)와 병행적이다. 또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조력자였던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줬기에”와 “당신이 배운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

기 위해서 이다”와 연결된다. 물론 세 번째 병행적 요소가 명확하지는 

않다.24 서문의 병행적 균형은 미적 감흥을 제공한다.25

21 Stein, Luke, 62.

22 참고., Alexander, “Luke's Preface in the Context of Greek 
Preface-Writing,” 53은 구문 구조의 특징을 소개한다: 문장, 주절: 기록하려
는 결단, 주동사 앞에 있는 이유절: 기록하는 이유, 첫째 종속절에 의존된 부사
절: 자료의 특징, 주절에 의존된 분사절: 저자에 관한 정보, 주동사 다음에 있
는 마지막 절: 기록 목적 등.

23 Vernon K. Robinson, “The Claims of the Prologues and 
Greco-Roman Rhetoric: The Prefaces to Luke and Acts in Light of 
Greco-Roman Rhetorical Strategies,” in Jesus and the Heritage of 
Israel: Luke's Narrative Claim upon Israel's Legacy, ed. David P. 
Moessner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76.

24 BDF §464; 참고., Walter L. Liefeld, “Luke,” Mark and Luke,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822.

25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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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기에

   b) 일들에 관해 적절하게 배열된 이야기로 쓰려고 

      c)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전해줬듯이

a')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다.

   b')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써 드리는 것이 

      c') 당신이 배운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

해서이다.26

서술자는 그가 전해 받은 전승을 언급한다(1절). 그리고는 그 전승의 

기원을 그 말씀을 전한 증인과 사역자들에게로 소급한다(2절). 이어서 

서언의 핵심절을 서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논의

한다(3절). 기록 목적은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예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

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4절).27 서술자는 전승의 목격자 기원을 부각

시키고, 그의 이야기가 사건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결과임을 지적하

며, 또한 그 연구가 신중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그의 작품에서 세심

한 기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28

서문의 문체적 특징도 간략히 언급해 두자. 첫째, 수사학적 문체의 

흔적이 있다. 복합문, 낭랑한 말씨의 느낌, 인상적인 어휘 등의 수사학

적 문체의 흔적이 있다. 둘째, 문체, 어휘, 주제 등이 이어지는 텍스트

와는 대조적이다. 셋째, 합성동사, 한 차례만 사용된 단어, 애매한 단어 

등의 어휘가 있다. 넷째, 다양한 주제가 단 한 문장에 압축돼 있다.29

26 D. Tiede, Luke, Augsburg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Augsburg, 1988), 33,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4에서 재인용.

27 L. C. A. Alexander, “Formal Elements and Genre: Which 
Greco-Roman Prologues Most Closely Parallel the Lukan Prologues?,” in 
Jesus and the Heritage of Israel: Luke's Narrative Claim upon Israel's 
Legacy, ed. David P. Moessner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18은 네 개의 종속절이 네 개의 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기록이
유(1절), 자료 원천(2절), 저자 자격(3절), 의도 효과(4절).

28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6.

29 Alexander, “Luke's Preface in the Context of Greek 
Preface-Writing,”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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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부사절 분석(1-2절, [부가절, 2절])

1 VEpeidh,per polloi. evpecei,rhsan avnata,xasqai dih,ghsin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들에 관해 적절하게 배열

된 이야기로 쓰려고 손을 대었기에,

서술자는 종속접속사 VEpeidh,per로 서문을 여는데, 부사절을 주절 앞

에 위치시켜 강조한다.30 VEpeidh,per는 신약성서에서 이곳에 단 한 차

례만 사용된 단어인데, evpeidh,의 강조형태로 원인이나 이유를 뜻한다.31 

또한 조건을 제시하며 주절의 행동과 관련되기에, “때문에”로 번역할 

수 있다.32 그런데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은 번역본이 있어 아쉽다. 

영역본으로는 NIV가 있고, 우리말 주요 번역본은 이 접속사를 번역하

지 않는다.

서술자는 접속사를 사용해, 자신의 기록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 

후에 쓰였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고대작가들의 관행처럼 다른 사람들

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많은 사람들,” 곧 불

특정 수의 선행자(polloi.)가 있었는데, 서술자가 그들의 신원을 구체적

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문헌적 혹은 구두적 선행자일 수 있다.33 

수사학적 견지에서 보면, 서술자는 polloi.를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

면 주절은 ka,moi를 강조하듯이 종속절은 polloi.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비인칭동사와 부정사구의 결합관계 구조(e;doxe…… gra,yai)에 대한 적절

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polloi와 ka,moi의 결합관계 구조는 서술

30 François Bovon, Luke 1: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1-9:50,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17.

31 BDAG, 360.

32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7.

33 Ibid., 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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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극적효과의 서술이다.34 서술자는 이런 식

으로, polloi을 언급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35

그 선행자들은 정성을 들여 손수 적절하게 배열된 이야기를 기록하

고자 했다(evpecei,rhsan avnata,xasqai dih,ghsin). 서술자는 선행자들의 문

학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수고를 높인다. 선행자들의 

수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단서는 3절에 있는 kavmo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6 합성동사의 부정과거 부정사인 avnata,xasqai는 확립된 전승을 

기초로 ‘다시 이야기하다’는 의미다. 서술자의 서술은 당시에도 이미 

기록된 문헌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며, 그들의 증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임을 나타낸다.37 그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이야기를 새로운 상황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서술한

다.38 서술자의 이 용어 활용은 수사학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39

dih,ghsin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사건, 행동, 혹은 말에 대한 배열

된 기술로 내러티브, 기사”이다.40 그런데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

34 Dawsey, The Lukan Voice, 106.

35 Stein, Luke, 63.

36 I. I. Du Plessis, “Once More: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Novum Testamentum 16, no 4 (1974): 261-62; Richard J. 
Dillon, “P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3, no 2 (1981): 207-8. 참고., Bovon, Luke 
1, 19는 누가가 신중한 절제력으로 선행자들의 작품을 비평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선행자들은 예수 이야기의 시작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부활 한 예수
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셋째, 충분히 정확하지 않았다. 넷째, 
구성에 충분히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다섯째, 문학적으로 탁월하지 않았다. 그
러나 Bovon의 설명은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다.

37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8; Dillon, “P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208. 참고., Tannehill, 
Luke, 33와 Dillon, “P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207은 마가, Q, L로 제한한다. 

38 Just, Luke 1:1-9:50, 35.

39 Du Plessis,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262.

40 BDAG, 245.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5의 설명에 따르
면, 누가는 고대의 역사서술에 주로 사용된 용어들은 “설득”(yucagwgi,a), “기



     성 침 논 단⦁제 8집⦁201148

｣에서는 이 단어를 “내력”으로 그리고 ｢새번역｣은 “이야기”로 번역한

다. 이 단어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사건들을 잘 배열하여 제시

한 이야기”를 가리킨다.41 dih,ghma가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짧은 내

러티브라면, dih,ghsij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된 보다 긴 내러티브이며,42 

또한 그것의 전개를 전제한다.43 그래서 독자는 서술자와 첫 대면을 한

다.44 누가복음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근거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내러티브,”45 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러티브”46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포적 내러티브이다.47 단수형 대격 

록”(ùpo,mnhma), “역사”(ìstori,a) 대신 “내러티브”(dih,ghsij)를 택했다고 설명한다.

41 John Nolland, Luke 1-9:2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89), 6; Du Plessis,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262.

42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10; David P. Moessner, “The 
Appeal and Power of Poetics (Luke 1:1-4): Luke's Sequence Credentials 

(parhkolouqhko,ti), Narrative Sequence (kaqexh/j), and Firmness of 

Understanding (h̀ avsfa,leia) for the Reader,” in Jesus and the Heritage 
of Israel: Luke's Narrative Claim upon Israel's Legacy, ed. David P. 
Moessner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84.

43 Bovon, Luke 1, 19.

44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and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34.

45 Bovon, Luke 1, 19; Ftzmyer, 292를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89에서 재인용; H. Douglas Buckwalter,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Luke'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51; Stein, Luke, 63은 “역사적 작품”으로 간주한다. 참고., 유상섭, ｢
설교를 돕는 분석 누가복음｣ (서울: 규장출판사, 1998), 24는 “체계적인 이야
기”라고 말한다. Tannehill, Luke, 33은 “내러티브”라고 한다. 

46 허주,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106; Dillon, “Previewing 
Luke's Project from His Prologue (Luke 1:1-4),” 208은 dih,gjsij를 케뤼그
마에 부차적 요소로 가미된 역사적 기초(historical foundation)라는 M. 
Dibelius와 H. Conzelmann의 견해를 소개한다.

47 Ibid.는 “진술”과 “선포”가 병합된 문학적 형태라고 표현한다. Just, 
Luke 1:1-9:50, 37은 구약성서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나사렛 예
수의 삶의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제시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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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h,ghsin와 결합관계 구조에 있는 주어는 복수형 polloi.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쓰려고 했다는 표현이다.48 

많은 선행자들이 기록하려 했던 내용 혹은 제목은 전치사구로 서술

된다: peri. tw/n peplhroforhme,nwn evn h̀mi/n pragma,twn(“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들에 관해”). peplhroforhme,nwn pragma,twn을 두고, “완성

된 사건,” “확실한 사건,” 혹은 “성취된 사건”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

다. 마지막 의미가 가장 적절한데,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하

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강조하기 때문이다.49 또한 완료분사형 수동태는 

신학적 수동태로써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50 서술자의 이

야기는 보다 큰 지속적인 이야기, 곧 구속사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서술에는 신적 

틀(divine frame)이 정교하게 구성돼 있다.51 서술자가 하나님이나 예

수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일반 용어를 사용함은 비-그리스도인을 배려

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다.52 서술자는 독자가 “하나님

께서 우리 중에 이루신 특별한 일”에 주목하게 해서, 현재를 직시하도

록 유도한다.

그런데 선행자의 작품 그리고 이 새로운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는 

“성취된 사건들”은 다소 애매한 진술이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에서 성

취된 구약성서의 특정 예언을 근본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술자는 예수의 다양한 가르침 모두를 특정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48 Dawsey, The Lukan Voice, 106-7.

49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0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를 
말하는 구절을 열거한다: 눅 1:20, 57; 2:6, 21-22; 4:21; 9:31; 21:22, 24; 
24:44-47. 

50 Johnson, The Gospel of Luke, 27은 수동태 표현을 “하나님이 그것들
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설명한다. 참고., 장동수, “신적 수동태 구절 소고,” ｢성경원문연구｣, 7호 (2000): 117-48.

51 John A. Darr, On Character Building: the Reader and the Rhetoric 
of Characterization in Luke-Acts, Literary Current in Biblical 
Interpretation Serie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51.

52 Du Plessis,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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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생애에서 모든 사건들이 그것들과 관련

된 구약성서의 특정 예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성취된 사건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 구약성서를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말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는 구약성서 약속을 자신의 생애와 

죽음으로 성취한 메시아이다.53 유아 이야기(눅 1:5-2:52)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루신 특별한 일은 약속, 곧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자로서 위로하시는 약속을 성취함이

다.54 Bock은 누가-행전이 하나님의 계획/약속과 그것의 성취를 강조

한다고 설명한다. 하나님 계획의 주요소들에는 예수의 생애, 영적으로 

겸손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 하나님이 복 주심, 새로운 시대의 도

래, 이와 더불어 예수에게 미치는 고난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는 분열 등이 있다.55 

하나님의 활동은 외진 모퉁이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evn 

h̀mi/n) 일어났다. 이 어구에서 1인칭 복수 “우리”는 구속사의 개시를 목

격한 그리스도인들, 곧 “1세대 그리스도인들”일 뿐만 아니라, 완료 분

사형을 고려한다면 구속사를 경험한 2세대 혹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까

지도 포함할 수 있다.56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누가복음 1-2장의 인물

들, 말씀의 목격자와 사역자들, 누가, 누가의 그리스도인 독자들, 그리

고 다른 사람들 등이다.57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53 Stein, Luke, 64. Just, Luke 1:1-9:50, 35는 ‘약속으로써 구약성서’와 
‘성취로써 신약성서’ 간의 관계가 누가복음서의 주요 주제라고 말한다. 참고., 
Tannehill, Luke, 34는 이 서문이 누가-행전의 서문이라는 견지에서, 성취된 
사건의 주제를 예수의 생애에만 제한하지 않는다. 성취된 것이 바로 사건이라
고 이해함으로, 사건이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명 그리고 사
건이 일으키는 믿음-반응을 통해 성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54 Frank J. Matera, New Testament Christology (Louisi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54.

55 Darrell L. Bock, “누가복음,” ｢예수복음서사전｣, 권종선 감수 (서울: 요
단출판사, 2003), 175.

56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0. 참고., 유상섭, ｢설교를 돕
는 분석 누가복음｣, 24는 우리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표현한다.

57 Stein, Luke,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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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 사건들에 의해 연결돼 있으며, 또한 사건의 의의도 공유하고 

있다.58

부가절 분석(2절)

2 kaqw.j pare,dosan h̀mi/n oì avpV avrch/j auvto,ptai kai. ùphre,tai 

geno,menoi tou/ lo,gou(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사역자였던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

게도 전해줬듯이, 

접속사 kaqw.j는 원인과 결과의 일치 같은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의 

동등함과 일치를 나타내는데 폭 넓게 사용된다.59 여기서는 이전 이야

기를 기원점에 비유함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 방법을, 종속절에 부가

적으로 기술한다.60 부가절이라 할 수 있는 단서는, kaqw.j 부사절 다음

에 상관절이 없기에, 이 부사절은  VEpeidh,per로 시작하는 부사절의 비

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61 

따라서 이 접속사절은 이야기가 기초하는 신뢰할 만한 토대를 강조

한다. 선행자들의 이야기는, 말씀의 목격자(auvto,ptai)와 사역자

(ùphre,tai)에 의해 전달된 전승에로 소급한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은 “우리에게 전달된 전승”과 같다. 전승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에

게 유용했듯이,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에게도 유용하다. 비교를 이렇

게 이해하면, 누가복음서의 서문은 전승에 기초해 내용을 시작부터 재

58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0. 

59 Nolland, Luke 1-9:20, 8. 참고.,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01), 3은 
“번역할 때 ẁj(as)와 kaqw,j(just as) 간의 차이는 구분돼야 한다: 일치는 정확
했다.”라고 설명한다.

60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1.

61 Robinson, “The Claims of the Prologues and Greco-Roman 
Rhetoric,”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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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는 의미이다.62 전승이 사건의 증인들과 말씀의 사역자들로부터 

기인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전승이 예수와 직접 접촉에 기초하며 또한 

우리가 초기 교회의 복음 이야기 선포의 영향을 알 수 있음을 나타낸

다.63 

이 사역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사건들을 전한 증인으로서 예수의 대

의에 따랐다. 그렇다면 oì auvto,ptai kai. ùphre,tai는 이중적 역할을 하

는 한 그룹, 곧 말씀의 사역자들이 된 초기 증인들을 언급한다.64 물론 

두 개의 명사가 복수형이라서 그랜빌-샤프 법칙(Granville-Sharp 

rule)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의 관사(oì)와 하나의 분사구

의 결합관계가 이중적 역할로 이해를 지지한다.65 즉, 그들은 처음부터 

증인이었으며, (후에) 말씀의 사역자가 됐다.66 

그들은 “처음부터”(avpV avrch/j) 목격한 말씀을 전파했다. 여기서 처음

은 예수의 사역의 시작을 말한다.67 그렇다면 서술자는 원래 그룹의 다

음 세대의 견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증인에 대한 호소는 수용

을 의도한 문학적 관행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68

여기서 자료를 전수받은 대상을 나타내는 1인칭 복수 대명사 h̀mi/n은 

교회 안의 소규모 집단으로 축소됐다. 예를 들면, 누가와 그의 독자들

62 Ibid.

63 Tannehill, Luke, 34.

64 Daryl D. Schmidt, “Rhetorical Influences and Genre: Luke's Preface 
and the Rhetoric of Hellenistic Historiography,” in Jesus and the 
Heritage of Israel: Luke's Narrative Claim upon Israel's Legacy, ed. 
David P. Moessner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29; 
Michael Wilcock, ｢누가복음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8), 27-28.

65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1-92; Bovon, Luke 1, 21.

66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1은 이 해석이 누가 이야기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부활한 메시아와 성령의 
임재로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됐고, 사도들이 그들 중에서 핵심
자리를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Bovon, Luke 1, 21은 분사 geno,menoi가 위치에

도 불구하고 auvto,ptai kai. ùphre,tai를 보어로 취한다고 설명한다. 

67 Stein, Luke, 64.

68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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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의 독자들은 목격자도 아니며 1절에 언급된 복음 전승의 기록

자도 아니다.69

서술자가 말씀(tou/ lo,gou)을 수식어 없이 다소 애매하게 서술한다. 

하나님의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였던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말한다.70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로 선포된 말씀은 능력

이 있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

지의 대의를 따랐다.71 그 메시지가 선포됐고 “우리에게” 전달됐다. 

주절 분석(3절)

3 e;doxe kavmoi. parhkolouqhko,ti a;nwqen pa/sin avkribw/j kaqexh/j soi 

gra,yai( kra,tiste Qeo,file( 

  존귀한 데오빌로여,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배열된 이야기로 써 

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

사했기 때문이며,

서술자의 기록하겠다는 결단 선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

에 대한 확신과 나란히 서술된다.72 이 서술은 독자의 확인을 이끌어내

는 수사적 시도이다.73 서술자는 서언의 주절에서 자신의 임무를 서술

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드러낸다: “당신을 위해 

…… 써 드리는 것이 나에게도 좋았다”(e;doxe kavmoi. …… soi gra,yai

).74 비인칭동사 e;doxe와 부정사 gra,yai의 결합관계 구조는 종속절의 

69 Stein, Luke, 64.

70 Nolland, Luke 1-9:20, 8은 이 용어가 절대적 용법이라고 설명한다. 참
고., Liefeld, “Luke,” 822는 누가복음의 메시지, 특히 예수의 말씀과 활동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Bovon, Luke 1, 21은 ‘하나님의 말
씀’도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로 설명한다. 

71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2.

72 Tannehill, Luke, 35.

73 J. Bradley Chance, “Luke,” The Gospels, Mercer Commentary on 
the Bible, vol. 6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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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VEpeidh,per polloi.)과 주절의 시작(e;doxe kavmoi)을 병행구조로 서

술하려는 저자의 시도였다. 이 병행적 결합관계 구조는 문체적 병행일 

뿐만 아니라 서술자를 선행자들과 결합하려는 의도이다.75 이런 식으로 

서술자는 자신을,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선행자들의 대열에 합류

시킨다. 나아가 자신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뭔가를 추가할 

생각을 했다.76 

kavmoi.(“나에게도”)는 서술자 자신이 선행자들의 대열에 합류된 것으

로 보이게 하며, 정확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다. 전승과 역사

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야기에 상세함을 더한다는 점이 특

이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보다 앞서 수고한 선행자들 경시하지는 않

는다. 오히려 긍정적 견지에서 자신을 그들의 대열에 합류시킨다.77 

서술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말한다.78 첫째는 “자

세한 탐구”이다. 남성79 완료형 분사 parhkolouqhko,ti의 뜻은 “가까이 

따랐다”이다. 원형동사는 “따르다”가 기본적인 의미지만, 이 문맥에서 

의미범주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가능한 의미 중 하나는 “특정 사건의 

전개를 접히 따르다”로, “운동에 보조를 맞추다”를 뜻한다. 가능한 

74 Johnson, The Gospel of Luke, 28은 표현상은 “나도 결심했다.”는 뜻
인데, “그것이 내게 좋다.”로 번역 가능하다고 말한다.

75 Dawsey, The Lukan Voice, 194는 비인칭동사 부정과거시상인 e;doxe에 
대한 수사학적 견지에서의 두 가지 가정을 비판기도 한다. 하나는 저자가 기록
하기로 한 “결심”을 말하기 위해 점적 과거(punctiliar past)를 사용했다는 가
정(Marshall 1978, 42)인데, 점거 과거보다는 완료시상을 사용한 것이 더 타
당하다. 다른 하나는 저자가 복음서의 내러티브 부분을 완성한 후에 서문을 실
제로 썼다는 가정(Cadbury 1979, 500-1)인데, 다른 작품의 역사적 서문에서
처럼 부정과거시상을 사용하는 것(avne,graya soi)이 관례라고 비판한다.

76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2.

77 Ibid., 188-89.

78 참고., 허주,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107은 누가가 복음 전도
자와 기록자로서 신중성(“자세히”), 충족성(“모든 일”), 엄 성(“근원부터”)을 
가지고 복음의 기원과 전승을 탐구한 후, 마침내 자신의 문서인 누가-행전 내
러티브 구조의 체계성(“차례대로”)을 글로 전개한다고 설명한다.

79 Tannehill, Luke, 35는 헬라어 분사가 남성이라는 점에 기초해, 저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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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미는 과거 사건에 대한 탐구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경험치 

않은 사건을 심도있게 탐구했다는 말이다. 어느 의미를 택하든 간에 그

의 작품이 신중한 탐구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80

특징의 둘째는 “탐구의 범위”이다. 범위는 a;nwqen pa/sin avkribw/j

(“처음부터 사건의 전말을 세심하게”)에서 a;nwqen과 관련 있다. 이 단

어가 “처음부터”나 “오랫동안”을 뜻할 수 있다. 후자는 자신의 연구 기

간을 뜻한다. 그러나 서술자의 이 단어 용례(행 26:4-5)에 따르면 전

자의 의미, 곧 가장 초기 사건으로 소급하는 시간적 언급이 적절하다. 

처음의 사건이 사도전 전승의 시작이라는 입장이 있으나, 침례자 요한

의 출생과 더불어 예수의 생애의 시작이라는 입장이 더 적절하다. 유아 

이야기에서의 성취와 예수의 생애 기간에 대한 독특한 기여의 강조를 

고려하면, 사건의 시작으로 소급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수의 

사역이 침례자 요한 이후에 시작되지만, 성취는 그의 오심과 더불어 시

작하기 때문이다.81

셋째 특징은 부정대명사 pa/sin(“모든 것”)이다. 그가 탐구한 것은 모

든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탐구해 시작으로 소급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했다. 이 단어의 성이 관건인데, 남성이면 모든 자료에 대한 

탐구를 뜻하며, 중성이면 사건의 탐구를 뜻한다. “처음부터”가 유아 이

야기로 시작하는 사건을 지시한다면, 사건들을 언급하는 부정대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서술자는 예수의 출생으로 소급되는 모든 

사건을 탐구했다.82 

넷째 특징은 avkribw/j(“세심하게”)이다. 이 부사는 동사 gra,yai와 결

합관계라기보다는 분사 parhkolouqhko,ti와 결합관계이다.83 그가 자신

의 작품을 기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한다. 그는 자료를 “세

심하게” 탐구했다. 그 탐구는 예수의 출생으로 소급하는 사건에 대한 

80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3-94.

81 Ibid., 194-95.

82 Ibid., 195.

83 Stein, Luk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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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며 철저한 탐구의 결실이다.84 그렇기에 그의 내러티브는 교육적 

목적에 신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85

서술자는 “당신을 위해 배열된 이야기를 쓰기”(kaqexh/j soi gra,yai)

를 기술한다. 여기서 논의는 kaqexh/j의 구문적 관계(syntagmatic 

relations)이다. kaqexh/j가 parhkolouqhko,ti와 구문적 관계라면, “정돈

된 방식으로 탐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kaqexh/j가 gra,yai와 구문적 

관계라면, “배열된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는 뜻이다. 병행적 구조를 감

안하면, 후자의 이해가 적절하다. 그는 데오빌로를 위해 사건들의 배열

된 이야기를 기록한다.86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해주는 내용 배열, 즉 전체의 의미

를 고려한 내용 배열의 원칙을 사용했다.87 그렇다면 저자/서술자는 증

거 자료들을 모아 통일된 내러티브로 만든 신중한 역사적 탐구가이

다.88 순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전체적 목적을 분명

히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는 문학적 순서이다.89 독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사건에 대한 내러티브 순서이다.90 물론 연대기적, 지리적, 구속

사적 면이 없지는 않다.91  

이 작품의 피서술자는 “존귀한 데오빌로”(kra,tiste Qeo,file)이다. 데

오빌로의 정체와 영적 상태는 확실하지 않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

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뜻하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를 수식하는 정치적 용어인 “가장 존귀

84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5.

85 Just, Luke 1:1-9:50, 38.

86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5; Dawsey, The Lukan 
Voice, 109는 바른 순서에 대한 적절한 관심으로 쓴다는 의미로 설명한다..

87 Nolland, Luke 1-9:20, 9-10;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345.

88 Kurz, Reading Luke-Acts, 10.

89 Tannehill, Luke, 35.

90 Schmidt, “Rhetorical Influences and Genre,” 32.

91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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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ra,tiste)이라는 호격은 고위층의 특정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

다. 데오빌로가 누가의 후견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점을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없다. 데오빌로는 초신자로, 영적 격려와 성장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그는 이방인이

었을 것이다. 데오빌로 개인을 언급하지만 고대 문학적 관례상 공동체

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92

목적부사절 분석(4절)

4 i[na evpignw/|j peri. w-n kathch,qhj lo,gwn th.n avsfa,leianÅ

  당신이 배운 내용들에 관한 말씀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서술자는 자신의 작품의 목적, 곧 데오빌로가 자료에 관한 어떤 것

을 알기를 바란다는 목적을 서술한다. 그런데 avsfa,leian의 의미를 두

고 의견이 다양하다. 메시지의 정확성 혹은 신뢰성을 보증한다는 뜻인

가, 아니면 독자에게 확실성-확신을 준다는 뜻인가? 이 단어는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해 강조적 역할을 하기에 핵심어이다. 그는 이 단어를 확

신 혹은 확실성을 가지고 사실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데오빌로가 가르침의 진리에 확신하길 바란다.93 그렇다면, 

92 Ibid., 198. Tannehill, Luke, 35는 데오빌로를 헬라인으로서 로마 고위
관리직이며, 또한 그가 보다 많은 청중을 대표한다고 설명한다. 유상섭, ｢설교
를 돕는 분석 누가복음｣, 9도 데오빌로를 로마 고위관리직의 실제인물로 설명
한다. 김경진, “누가복음 서문 연구,” 233은 데오빌로가 그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이방인이고 부유한 사람들을 망라하는 대표적 수신자일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참고., Bock, “누가복음,” 168는 데오빌로를 자신과 새로운 공
동체와의 교제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설명한다. 인종이 뒤섞여 있으
며 심하게 박해를 받는 공동체에 자신이 어울리는지를 두고 회의를 겪고 있다. 
그의 상태가 회의적이라는 단서는 누가-행전에 충성,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기대 등에 상당한 지면 할애 등이다.

93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8. 참고. Rick Strelan, “A 

Note on avsfa,leia (Luke 1: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 issue 2 (2007): 163-71은 lo,gwn을 일반적인 ‘말’로, 그리고 

avsfa,leian을 “말의 확실성”과 “논증의 건전성”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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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서는 데오빌로에게 확실성을 전달할 목적으로 한 집중적 내러

티브이다.94

“당신이 배운 내용들에 관한 말씀”(peri. w-n kathch,qhj lo,gwn)의 표

현은 데오빌로가 예수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어구의 

의미를 두고 논의가 있는데, avsfa,leian이 “확신” 혹은 “확실”을 의미

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lo,gwn은 “일”과 “구원 사건”

을 뜻하거나, “가르침”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kathch,qhj는 “정보 보

고”나 “가르침을 받음”을 뜻할 수 있다. 전자는 불신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의미이며, 후자는 그리스도인이 가르

침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확신의 언급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하기에, 가르침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 서술자는 데오빌로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보다는 신실함을 촉구한다. 그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통해 성

취된 구속사건, 곧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구속사건에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95 데오빌로는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서술

자는 피서술자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다시 

확신하길 원한다.96 그렇다면 내러티브는 단지 선포의 기초가 아니라, 

선포 그 자체이다.97 다시 말해, “선포적 이야기”(kerygmatic story)로

서 피서술자와 독자에게 설교한다. 다양한 삶의 배경에 있을 지라도 신

앙을 확립시키고, 예배를 불러일으키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상상을 유도하는 것이다.98

누가 내러티브는 데오빌로와 청중이 그들이 들은 바가 삶의 결단에 

믿을 수 있는 기초라는 확신을 갖길 의도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바른 

삶의 결단을 하도록 확신을 줄 때, 역사적 사실에 관한 논증으로 하지 

94 Robert L. Brawley, Centering on God: Method and Message in 
Luke-Act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68.

95 Bock, “Understanding Luke's Task,” 199-200.

96 Ibid., 183-84.

97 Green, The Gospel of Luke, 36.

98 Robert J. Karris, Luke: Artist and Theologian: Luke's Passion 
Account as Literature (New York: Paulist Press, 198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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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오히려 예수와 초기 교회에 대한 호소적인 묘사를 제시함으로 그

리고 그들이 성서에 기초한 가치 있는 희망에 부합시키는 방법을 보여

줌으로 한다.99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 중에 활동하심에 대해 참되게 보

고함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역사적 사건들은 이 핵심 진리의 구도 

안에서 해석되며 이해될 때 의미가 있다.100

내레이터 누가의 서술은 역사, 구원, 교회 등에 관한 정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독자들을 역동적이며, 외향적이며, 구조화된 내러

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다시 말해, 개인적 및 공동체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서사적 플롯화에 참여하도록 이끈다.101 따라서 피

서술자와 독자는 내러티브의 서술에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도전받

는다. 한편으로 독자의 역할은 수동적인데, 내러티브가 독자 위에서 작

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자는 자신에 대한 내러티브 

정보에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102 

나가는 말

본 연구자는 이른바 누가복음서의 서문(눅 1:1-4)을 대상으로, 서술

자 누가가 언어적 장치들을 활용해 피서술자 데오빌로를 설득하는 과

정을 구조적 의미론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누가는 전략적인 문장 구성

과 세련된 문체를 특징으로 하는 명시적 논평을 서술해, 하나님이 예수

를 통해 성취한 약속과 구원을 다시 확신하길 바라는 교육적 목적을 

겨냥한다. 

영미권에서 누가복음서 서문 연구가 활발하지만 한국의 신약학계에

서는 많은 집중을 받지 못한 주제를 구조적 의미론과 서사론의 견지에

서 고찰은 하나의 새로운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반영

99 Tannehill, Luke, 35.

100 Du Plessis, “The Purpose of Luke's Prologue (Lk 1:1-4),” 271.

101 Thiselton, “The Hermeneutical Dynamics of ‘Reading Luke’ as 
Interpretation, Reflection and Formation,” 7-8.

102 Sheeley, Narrative Asides in Luke-Act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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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함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조적 의미론

과 서사론에 입각한 누가복음서 연구가 지속돼, 지성집단을 대상으로 

설득력을 이끌어낼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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