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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복음의 입문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모두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 , . 

으로 살다 간 하느님의 이야기이자 그 하느님을 필요로 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다, .

이 세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는 세기 신앙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사회적 약자1 , 

의 자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삶의 자리가 복음서 안에 어떻게 묘사되고 
해석되어 신앙적 가르침으로 전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래서 세 복음서. 

의 시대적 배경 복음서의 독자들이 살아간 역사 복음서 안에 흐르는 신학적 사상적, , ⦁

문화적 문학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알아내면 좋을 것이다 먼저 세 복음서가 어떻. ⦁ ⦁

게 형성되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

1. 같은 그러나 다른 복음,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바흐 의 저서 J.J. Griesbach Synopsis Evangelium 공관(

복음 년 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776 ) . 곧 ‘ ύ -ὄ ’ σ ν ψις
함께보다 라는 의미‘ ’ 를 가진 공관 이라는 말은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함께 놓‘ ’ ⦁ ⦁

고 읽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공관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세 복음서가 공통으. 

로 가진 구조적 신학적 관점이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세 복음서가 각, , , 

자 다른 편집과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또 왜 그런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세 복음서 또는 두 복음서가 가지는 공통 구절과 세 복음서 각각이 고유한 구절을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코복음
총 구절( 661 )

마태오와 루카와 공유
하는 구절 개: 330

마태오 또는 루카와 공
유하는 구절 개: 305

마르코의 고유한 구절 
개: 26

마태오복음
총 구절( 1068 )

마르코와 루카와 공유
하는 구절 개: 523

루카와 공유하는 구절 
개: 235

마태오의 고유한 구절 
개: 310

루카복음
총 구절( 1149 )

마르코와 마태오와 공
유하는 구절 개: 364

마태오와 공유하는 구절 
개: 235

루카의 고유한 구절 
개: 550

도식을 보면 루카 복음과 마태오 복음에 비해 마르코 복음만이 가지는 고유한 구절이 

매우 작다 마르코 복음의 가 마태오 복음에 쓰였고 가 루카 복음에 쓰였기 . 80% , 55%

때문이다 세 복음서가 모두 공유하는 구절은 개나 된다. 330 .
세 복음서는 이야기의 흐름과 형식에서도 닮은 점이 많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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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세례를 받고 난 후 각 복음서는 갈릴래아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는 예수의 활, 

동을 보여 준다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의 여정을 묘사하고 예루살렘에 다. , 

다라서는 예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서술한다, . 시간적으로 세 복음서 

모두 년의 흐름을 가진다 요한 복음은 년의 시간적 배경을 가진다1 .( 3 .) 

예수가 년 동안 공생활을 했음에도 3 세 복음서들이 년이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1
것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보다 죽음과 부활 사건 같은 신학적 흐름에 초점이 맞춰진 , 

예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의 연결 또한 세 복음서는 서로 닮았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후 , 

예수가 세리를 부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어서 단식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들의 

흐름은 세 복음서 모두 공통된다 마르 마태 루카 .( 2,1~22; 9,1~17; 5,17~39)
세금과 부활 가장 큰 계명과 메시아로서 예수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이야기들 또한 , 

세 복음서가 하나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것들이다 마르 마태 루.( 12,13~37; 22,15~46; 

카 20,20~44)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예수의 수난 예고 그리고 거룩한 변모로 연결되는 이야기의 흐, 

름도 세 복음서 모두 동일하다 마르 마태 루카 .( 8,27~9,8; 16,13~17,8; 9,18~36)
반면에 세 복음서에는 다른 부분도 있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의 탄생과 유년 시절 이야기가 마르코 복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태 장 루카 .( 1-2 ; 

장 물론 두 복음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두 복음에 나오는 1-2 )

예수의 족보도 서로 다르다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루카 복음에서 아주 . 

짧게 보도되고 마르코 복음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활 후 발현하는 , . 
예수에 대해 마르코 복음은 침묵하지만 마르 이후는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다( 16,8 ), 

마태오 복음은 갈릴래아에서 일어난 것으로 마태 루카는 예루살렘에서 일( 28,16~20), 

어난 것으로 묘사한다 루카 .( 24,13~53)

세 복음서의 닮은 부분은 서로의 의존성을 추정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각 복음서가 , 

나름의 자료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문제는 어떻게 의존하여 세 복음. 
서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각 복음서가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다, .

세 복음서의 형성2. 

첫 출발은 예수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런저런 가르침과 치유기적들 무엇보다 예수. , 

의 수난과 죽음 부활 사건들이 복음서를 형성한 기초 자료다, . 이 자료는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목격 증인을 통해 구두로 전해지고 선포되었다. 구두 전승 

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동한 설교가들에 의해 저마다의 기억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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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구두 전승과 구두 전승을 통해 형성된 다. 

양한 글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 복음서. 

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년경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복음서가 정경의 순서대로 차례로 쓰였다고 믿었다 그400 . 

러나 세기 이후 역사의 예수 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세 복음서의 역사적 문화적 18 ‘ ’ ,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연구 결과 크게 원복음가설 단편가설 구전가설 사용가설, , , 이 등장했다. 

원복음가설은 레싱 이 제안한 것으로 세 복음서가 히브리(G.E. Lessing, 1729~1781)

어나 아람어 희랍어로 쓰인 원천적 복음서를 참고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복음서를 작, 

성했다는 가설이다 교부들이 언급한 히브리인들의 복음 나자렛인들의 복음 오늘. ‘ ’, ‘ ’(
날 존재하지 않는다 이 원천적 복음이라는 추정에서 출발한 가설이다) .

단편가설은 슐라이어마흐 가 제안한 것으로 루(F.D.E. Schleiermacher, 1768~1834)

카복음 서문에서 영향을 받은 가설이다 루카 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가운데. 1,1 . “

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 .” 

이 이야기를 엮는 작업 을 세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 진행했고 그 결과 각각의 복음‘ ’ , 
서가 쓰였다고 보는 견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세 복음서가 서로 공유하는 구절과 이. 

야기 흐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구전가설은 헤르더 가 제안한 것으로 그는 이런 말을 했다(J.G. Herder, 1744~1803) . 

하나의 율법은 글로 남겨져야 한다 그러나 선포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사도들의 “ . .” 

복음 선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 , 
구전을 바탕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세 복음서가 닮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 

온 구전 덕분이고 서로 다른 것은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자신들의 독자들을 염두에 , 

두고 교정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용가설은 복음서들이 서로를 사용하며 각자 형성되었다는 가설로 어떤 , 

복음이 먼저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세기에 들어오면서 19 이출전설( )二出典設이라는 또 다른 가설

로 보충된다 바이스 와 홀츠만. (C.H. Weiss, 1801~1866) (H.J. Holtzmann, 

등이 제안한 가설은 1832~1910) 아직까지 성서학 안에서 세 복음서의 형성과정을 설

명하는 무게감 있는 가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헌이라고 불리는 예수 어록Q 과 마르코 복음이 마태오 루카 , 
복음보다 원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또한 각자의 고유한 . 

자료를 통해서 복음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마르코 복음에는 문헌의 흔. , Q

적이 없으나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는 나타난다는 점 마르코 복음에 없는 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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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절이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동시에 나타난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 

저마다 이야기의 흐름이 마르코 복음과 다르지만 마르코 복음과 완전히 독립하여 이

야기 흐름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점 그리고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 같은 구, 

절이 중복되는데 그것은 마르코 복음과 문헌을 동시에 인용해서 그렇다는 점을 들 Q

수 있다 마태 과 루카 과 그리고 마르 비교.( 16,24 10,38; 9,23 14,27 8,34 )
그러나 이출전설에도 약점은 있다.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마르코 복음의 한 구

절을 인용할 때 마르코 복음에서와 달리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사소한 몇몇 부, 

분을 똑같이 수정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 이삭을 뜯는 제자들의 이. 

야기 마르 를 예로 들면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마르 의 길을 내( 2,23~28) , 2,23 ‘

다 를 생략하고 먹었다 를 끼워넣고 마태 루카 마르 을 아예 생략하’ ‘ ’ ( 12,1; 6,1), 2,27
기도 한다. 이출전설에 따르면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저자들은 서로 몰라야 한 

다 그런데 똑같이 수정했다는 것은 마르코 복음을 참조했을 뿐 원천적 자료로 인용.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출전설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폭스 . 

와 같은 학자는 마르코 복음을 수정한 제 의 마르코 복음이 존재했다는 가설A.Fuchs 2

을 제안하고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은 그 제 의 마르코 복음을 인용한 것이라고 , 2
말한다 또 굴더 와 같은 학자들은 문헌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면서 그 소. M.Goulder Q

재의 불분명함을 근거로 가장 오래된 마르코 복음만 원천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세 복음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이출전설은 아직까지 유효하, 

고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남아있다 세 복음서의 형성과정을 짚어내는 것은 형식. ‘ ’

의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형식 의 닮음과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세 . ‘ ’
복음서가 가지는 내용 의 닮음과 서로가 왜 같고 왜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 ’ ,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