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복음 소개 
조엘 B. 그린(Joel B. Green) 박사는 마리아의 찬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누가복음을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상황이 뒤집히는 대반전의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복음 내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이야기 중) 조엘 B. 그린(Joel B. Green) 교수님 가운데 이름 B 는 무슨 

뜻이지요? 

 

베넷. 제 어머니 성입니다. 축복받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 귀엽네요. 

 
저는 조엘 B. 그린(Joel B. Green) 교수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신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 장에 있는 유명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46 절부터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때로는 성모 마리아 송가(Magnificat)라 불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복음 안에서 전개되는 많은 핵심 요소들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찬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찬가에서 활동을 묘사하는 모든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마치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잉태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반전의 관점에서 구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뒤집혀 지는 것을 
보게됩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찬가에는 위-아래의(up-down) 언어와 인-

아웃의(in-out) 언어가 있습니다. 위-아래의 언어는 평등화를 뜻하고, 인-아웃의 

언어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분, 성별, 출신, 부모님의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필요와 응답에 기초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여러번 

소개됩니다. 포함되었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사실 아웃사이더이고, 아웃사이더라고 
간주된 사람들이 실제로 인사이더입니다. 과부와 어린이들은 소외되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중심에 가까이 불려집니다. 문둥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은 

소외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가에는 누가복음의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서둘러 일어나 유대의 한 산골 동네에 이르러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문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여정의 주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길의 사람들'이라 일컫는 이유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길'로, 교회가 '길'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