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ì	  
90일 통독강의 	  	  

백신종 목사 	  



1.	  복음서	  

ì  복음서는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ì  중복기사, 누락기사, 내용차
이, 강조차이 등의 문제가 있
습니다.	  	  

ì  왜 한 권이 아닌 네 권이어야 
할까요?	  	  

ì 중복은 역사적 확실성	  
ì 누락은 보완적 확실성	  
ì 차이는 기록적 확실성 	  
ì 강조는 메시지의 확실성	  

ì  사복음서중 마태, 마가, 누가
는 공관복음으로 분류합니다.	  	  

ì  공관복음(共觀福音,	  
Synop+c	  Gospels)이란 헬라
어로 함께(syn)	  본다(opsis)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	  

ì  이 세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
에 관한 통일된 진술을 기록
합니다.	  	  



1.	  복음서	  

ì  요한복음은 헬라문화권의 독
자들을 위한 문화적인 번역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ì  당시 히브리적인 유대사고와 
헬라문화권의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ì  가장 큰 차이는 신관이었습니
다. 히브리는 유일신론, 헬라
는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ì  공관복음의 수평적 하나님 나
라의 개념은 수직적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로고스의 개념이 
예수님께 적용되었고, 일곱가
지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 이심을 강조했습니
다.	  	  

ì  또한 예수님께서 ego	  eimi	  (I	  
am	  who	  I	  am)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
습니다.	  	  



1.	  복음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주요	 사역장소	  -‐	  갈릴리 	   주요	 사역장소	  -‐	  유대와	 예루살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갖는	 의
미에	 대해	 언급했다 	  

예수는	 논쟁,	  속담,	  비유,	  일상의	 대화들
을	 이용하여	 가르치셨다 	  

예수는	 긴	 담화,	  때로는	 논쟁적인	 담화
를	 통하여	 가르친다 	  

예수의	 적대자들	  -‐	  바리새인 	   예수는	 적대자들	  -‐	  유대인 	  

예수에	 대한	 적대의	 이유	  -‐	  모세의	 율법
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	 때문 	  

예수에	 대한	 적대의	 이유	  -‐	  예수가	 스스
로	 자신에	 관해	 주장한	 내용	 때문 	  

예수의	 이적은	 불쌍한	 자들에	 대한	 연
민에서	 비롯됨 	  

예수의	 이적은	 그의	 진실된	 신분을	 나
타내는	 증거들이다	  



2. 마태복음	  

1.   개요/	  예언의 성취를 증명했지

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

고, 죽임 당했지만 부활하신 

약속의 왕	  

2.   핵심단어/ 메시야 – 마태는 예

수님이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

된 메시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현실적이고 체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3.  중심구절/	  16:16,	  1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

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

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 마태복음	  

4.   마태복음의 구조	  

I.  족보와 탄생, 세례, 시험(1-‐4장)	  	  

II.  갈릴리 사역 (4-‐18장)	  
1)  열가지 가르침 (5-‐7장)	  

팔복, 도덕, 기도, 맘몬, 세상염려, 
사회규범, 격려, 결론, 선택, 경고	  

2)  열가지 기적 (8-‐10장)	  

문둥병자, 중풍병, 열병, 폭풍, 광인, 
중풍병자, 혈루병, 소녀살림, 소경, 
귀머거리	  

3)  열가지 반응 (11-‐18장)	  
세례요한, 이세대, 갈릴리, 바리새
인, 천국발견, 나사렛, 헤롯,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자들 	  

III.  유대지방사역(19-‐28장)	  
1)  예루살렘 입성 (19-‐25장)	  	  
ì  나귀, 청결, 감람강화, 체포	  
2)  고난과 십자가 (26-‐27장)	  
ì  산헤드린, 빌라도, 골고다	  
3)  부활 (28장)	  	  
ì  천사, 부활,	  11제자, 대위임령 	  



3. 마가복음	  

1.   개요/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써의 예수 	  

2.   핵심단어/ 종 (Servant)	  –	  마
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

도 없고, 가르침도 적은 부분

을 차지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

는 자로써 그의 행동을 강조하

고 있습니다 (동사가 많이 사

용됨)	  .	  	  

3.   중심구절/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로 주려 함이니라.”	  	  



3. 마가복음	  

4.   마가복음의 구조	  

I.  예수님의 네 가지 신분(1장)	  	  
하나님 아들, 주, 능력 많은이, 내 아들	  

II.  능력있는 사역 (1-‐8장)	  
1)  제자를 부르심	  
2)  능력 사역	  
3)  비판과 응답 	  
4)  따르는 무리와 제자를 부르심	  
5)  비유	  
6)  12제자의 파송 	  
7)  마지막의 징조들 	

III.  비극적 수수께끼(8-‐15장)	  
1)  십자가의 예고	  
2)  변화산과 이적:고난강화	  
3)  제자들의 다툼	  
4)  유대사역과 예루살렘 입성	  
5)  무화과 저주, 성전청결	  
6)  감람산 설교	  
7)  베다니방문-‐ 배신(유다,베드로)	  
8)  마지막 만찬 	  
9)  빌라도 재판, 고난과 십자가	  

IV.  네 가지 승리 (16장)	  	  
일어나심, 나타나심, 승천하심, 역사하심 	  



4. 누가복음	  

1.   개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2.   핵심단어/ 구원자 (Savior)	  –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

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사

람들을 구속하는데 있지 자신

을 구속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3.   중심구절/	  19:10	  



4. 누가복음	  

4.   누가복음의 구조	  

I.  인자이신 예수소개 (1-‐4장)	  

II.  갈릴리 순회사역 (4-‐9장)	  
1. 순회 사역 	  

1)  기적과 가르침 	  
2)  제자선택과 가르침	  
3)  제자파송	  

2.  절정기	  
1)  베드로의 신앙고백	  
2)  변화산의 변화	  
3)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기적 	  

III.  예루살렘 사역 (9-‐19장)	  
1. 첫 몇주간 	  

1)  70인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2)  바리새인 경계, 부자비유	  
3)  예수님의 슬픔	  

2. 최후의 몇일간 	  
1)  갈릴리 사역	  
2)  치유사역 	  
3)  여리고, 삭개오	  
4)  예루살렘 입성 	  

IV.  마지막 비극과 승리(19-‐24장) 	

체포, 고난, 십자가, 부활, 약속, 승천 	  



5. 요한복음	  

1.   개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2.   핵심단어/ 주	  (Lord)	  –	  요한복
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주되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중심구절/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명망하지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   요한복음 구조	  

I.  서론: 육신이 되신 말씀(1장)	  

II. 유대인을 위한 사역(1-‐12장)	  

III. 다락방강화(13-‐17장)	  

IV. 마지막 유월절후 비극과 승리	  

V. 내가 다시 올때까지(21장)	  



6. 예수님의 생애: 탄생 	  

1) 예수님의 족보 	  
(마1:1-‐17, 눅3:23-‐38)	  

ì  족보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끝에 
나오는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ì  메시야의 탄생으로 구약의 족보
는 종결됩니다.	  	  

ì  마태는 부계인 요셉의 계열을, 
누가는 모계인 마리아 계열의 족
보를 추적합니다.	  	  

ì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류의 
기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출생	  
ì  마리아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노래하며 교만타파, 정치
개혁, 경제개혁의 정신을 찬양)	  

ì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사건(요 1:14, 마 
1:23 임마누엘)	  

ì  동방박사는 메데출신의 점성술
사로 다니엘의 예언 전통을 계승
한 것으로 보입니다.	  	  

ì  Dismas의 전설 / 애굽으로 내려
가는 길의 강도와 동굴의 왕거미	  



6. 예수님의 생애: 성장	  

3) 어린 시절 	  
ì  예수님은 어려서 균형잡힌 모습
으로 성장하셨습니다.	  	  

ì  눅 2: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ì  눅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ì  성전방문/	  “내 아버지의 집”이라
는 표현은 성인이 되던 12세에 
이미 자기정체성을 아심을 증거	  

4) 세례와 시험 	  
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
니까?	  	  

ì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
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증언했습
니다.	  	  

ì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ì  아담은 무화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거부함.	  



6. 예수님의 생애: 기적	  

5) 예수님의 7대 기적 	  

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
도주를 만드심 (요 2)	  

ì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심 (요 4)	  	  

ì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
를 고치심 (요 5)	  

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자 오천 명을 먹이심 (요 6)	  

ì  풍랑으로 죽게 된 제자들에게 
물위로 걸어오심 (요 6)	  

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에 보내어 고치심 (요 9)	  

ì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
에서 일으키심 (요 11)	

근심이 기쁨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은혜없음이 받음으로,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6. 예수님의 생애: 가상칠언	  
예수님의 말씀	   대상	   의미	  

1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
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하나님	   전적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후에 제사장들
과 바울도 회심하게 되었다.	  

2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한강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은 십자가에서도 계속됨. 회개=구원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
니라 (요 19:26,	  27)	  

모친, 
요한	  

고통당하는 모친의 삶을 제자에게 위탁하심으
로 인류지효를 실천하심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시다.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자신, 
군인	  

생수가 되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
주의 갈증을 당하신 것이다.	  	  

6	   다 이루었다 (요 19:30)	   온인류	   온 인류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되었음
을 선언하셨다.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다 (눅 23:46)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버리
셨지만, 성자 예수님을 보호하심 	  



6. 예수님의 생애: 대위임령	  

ì  대위임령[개역개정]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
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  poreuqe,ntej ou=n maqhteu,sate 
pa,nta ta. e;qnh( bapti,zontej 
auvtou.j eivj to. o;noma tou/ patro.j 
kai. tou/ ui`ou/ kai. tou/ a`gi,ou 
pneu,matoj(   

20  dida,skontej auvtou.j threi/n 
pa,nta o[sa evneteila,mhn u`mi/n\ 



6. 예수님의 생애: 대위임령	  

ì  대위임령 	  [KJV]	  

19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ons,	  bapA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men.	  

 

19  poreuqe,ntej ou=n maqhteu,sate 
pa,nta ta. e;qnh( bapti,zontej 
auvtou.j eivj to. o;noma tou/ patro.j 
kai. tou/ ui`ou/ kai. tou/ a`gi,ou 
pneu,matoj(   

20  dida,skontej auvtou.j threi/n 
pa,nta o[sa evneteila,mhn u`mi/n\ 



6. 예수님의 생애: 대위임령	  

ì  대위임령 	  
[NIV]	  
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ons,	  bapA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NASV]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ons,	  bapA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20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19  poreuqe,ntej ou=n maqhteu,sate 
pa,nta ta. e;qnh( bapti,zontej 
auvtou.j eivj to. o;noma tou/ patro.j 
kai. tou/ ui`ou/ kai. tou/ a`gi,ou 
pneu,matoj(   

20  dida,skontej auvtou.j threi/n 
pa,nta o[sa evneteila,mhn u`mi/n\ 



6. 예수님의 생애: 대위임령	  

ì 대위임령 	  
1.  수 세기 동안 오직 “가는” 선
교로만 집중되어 왔다. 하지
만, 선교적인 명령은 제자삼는 

것입니다.	  	  	  
2.  선교의 대상은 모든 나라(all	  

na+ons)가 아니라 모든 민족

(종족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선교사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스승이 아

닌 교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

씀을 지킬 때 까지 스승으로 

책임을 지라는 명령입니다. 제
자삼기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6. 예수님의 생애: 대위임령	  

ì  대위임령 	  

19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
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
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
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
르쳐 제자 삼으라.	  

 

19  poreuqe,ntej ou=n maqhteu,sate 
pa,nta ta. e;qnh( bapti,zontej 
auvtou.j eivj to. o;noma tou/ patro.j 
kai. tou/ ui`ou/ kai. tou/ a`gi,ou 
pneu,matoj(   

20  dida,skontej auvtou.j threi/n 
pa,nta o[sa evneteila,mhn u`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