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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마태복음의 제목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카타 마테이온 즉 ‘마태에 의한’ 으로 되어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이기에 마태복음이라고
불리운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 예수님의 12 사도중의 하나인 마태
초대교회의 모든 기록들은 일치하게 알패오의 아들 마태가 기록했다 (막 2:14) 고 증거한다. 마태복음은
초대교회부터 널리 읽혀지던 책이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신약의 맨 앞자리에 놓인 것인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 인 것을 강조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히브리서와 함께 가장 구약적인 책이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고 로마정부의
세무서장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직업을 버리고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2) 기록연대: 본서는 58-68 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다. 기록장소는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한 팔레스틴이나 수리아의 안디옥일 것으로 추정한다.
III.
마태복음의 구성
마태복음은 여러가지 구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면
1) 왕의 출현
1:1-11:1
a. 왕의 강림
1:1-4:11
b. 왕의 선포
4:12-7:
c. 왕의 권능
8:1-11:1
2) 왕의 수난과 부활 승천
a. 왕에 대한 세상의 거부
b. 왕의 가르침과 훈련
c. 왕의 수난과 죽음
d. 왕의 부활과 승천

11:2-16:12
16:13-20:28
20:29-27:
28:1-28:20

주제로 보면 1) 복음에 대한 가르침 (1:1-16:12) 과 2) 복음의 성취 (16:13-28:20)
또한 장소로 보면 1) 베들레헴과 나사렛 (1:1-4:11) 2) 갈릴리 (4:12-20:28), 3) 유대 (20:29-28:20) 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행적으로 출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기록한다.
IV.
마태복음의 목적
본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야이시며, 구약에 예언한데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고,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 받음을
말씀하고 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V.
책의 특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고, 특히 구약의 예언된 메시야,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임을 증거
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본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구약은 오랜 세월을 두고
왕이신 메시야를 고대하는 것으로 끝맺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말씀함으로서 예언
성취됨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구약성경을 65 회 인용했고, 천국은 33 회, 다윗의 아들은 8 회, 나라는 5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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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시험하는 책이다. 구약 39 권 다음 40 번째 되는 책으로 성경에 40 이란
숫자는 시련 또는 시험이란 숫자로 나타난다. (1) 40 일간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2) 40 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고, (3) 40 년간 다윗이 왕으로 있었고, (4) 40 년간 모세는 애굽 궁에서 훈련을 받았다.
VI.
마태복음의 주제들
1)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 이다.
2)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들은 신약의 새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다.
3) 하늘나라는 세상 끝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지만 현재에도 실재한다.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ne 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30 번 이상 강조한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 나라는 그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다. 나라는 예수님이 축복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공간적인 장소만을 지정하는 제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4) 교회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응되고 그것은 초월한 신약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VII.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1)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 예수
2) 메시야 곧 왕으로서의 예수
a. 전 우주의 영원한 왕
b. 새하늘과 새 땅의 왕
c. 의의 왕, 평강의 왕
VIII. 핵심단어, 핵심 절, 핵심장
1) 핵심단어: 그리스도, 왕
2) 핵심 절 : 16:16-19; 27:11; 28:18-20
3) 핵심 장 : 21 장

IX.
1)
2)
3)
4)
5)

마태복음의 특성
메시야 사상의 강조와 구약의 빈번한 인용들을 볼 때에 유대적 색체가 짙다
예수의 왕적 지위와 왕적 교훈을 강조한다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주는 신약의 첫번째 책
체계적이고 신학적이며 질서 정연한 문장 구조
마태의 직업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화폐와 수치에 대한 빈번하고 자세한 언급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