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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도행전에 관한 주석이나 연구서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

다. 그러나 책은 저자의 저술 목적과 방향에 따라 집필되기 때

문에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교

재로 쓰기는 쉽지 않다. 특히 초기 기독교회사와 관련해서 사도

행전을 이해하고자 원했을 때와 현대 신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자 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부족

하기는 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교재용의 사도행전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필자는 초대교회를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

들을 바탕으로 주제별 연구를 삽입하였으며, 누가가 어떻게 교

회를 이해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신학적인 설명도 시도

하였다. 특히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누가가 의도치 않았고, 독자가 예

기치 못했던, 누가의 역사 기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밝히는 일

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부족한 부분들은 시

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본서는 제1부 ‘개론’, 제2부 ‘본문 해설’, 제3부 ‘성령세례의 성

서적 고찰’로 구성되었다. 제1부 ‘개론’에서는 사도행전 연구에 

필요한 총론을 다루었고, 제2부 ‘본문 해설’에서는 사도행전 1장

에서 28장까지 장별로 나누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설명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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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누가문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에 대한 이해라

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누가의 성령론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구

원론, 종말론, 교회론, 성례론 등 기독교 신학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3부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세례의 성서적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사도행전

과 초대교회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

는다.

1998년 2월 1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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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部

槪論

1. 特性

가. 신약성서상의 위치

사도행전의 신약성서상의 위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설

명될 수 있다.
(1)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바울서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사역을 설

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지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서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

원사건들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글들이다. 또 복음서

와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발전을 신학적인 관심 속에서 기

술한 해석의 역사(geschichtlich)이고, 바울서신은 그 역사를 좀더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 글들이다.

(2)베드로(1-12장)와 바울(13-28장)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의 시작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도한다.

(3)복음서는 예수를 통한 완료된 구원사역(finished work)을,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구원사(救援史)의 연속(unfinished work)을 

설명한다.

(4)누가문서(누가복음-사도행전)의 문학성이 인정된다.

(5)저자의 신학적 관점에 의한 선별된 자료의 사용에도 불구하

고 역사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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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관(종말론)
누가문서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교회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이해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의 구원의 활동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한

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중생의 거듭남(칭

의)에로 인도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

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2)교회가 기대했던 임박한 종말의 지연을 성령의 활동을 통한 

종말의 역사화로 설명한다.1) 성령은 종말(재림)과 현재 사이에 

교회시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임박한 종말신앙을 자연스럽게 

현재적 종말신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임박한 종말신앙이란 현세

를 비관하고 내세만을 기대하는 유대주의 묵시문학적 말세신앙

을 말하며, 현재적 종말신앙이란 재림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

라의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약속, 인침, 보증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는 선취(先取

/anticipation)를 말한다. 따라서 누가가 말하는 현재(영혼)구원은 

미래구원에 대한 성령의 약속, 인침, 보증, 선취를 뜻한다.

다. 초대 교회의 상황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예배의식이나 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주일

예배, 침례, 성만찬, 사도의 가르침, 기도, 찬양, 장로(목회자)와 

같은 근본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보

1). 김득중, 사도행전연구(도서출판 나단, 1991), 7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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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세한 내용은 2-3세기경에 활동했던 교부들의 증언을 참고

할 수밖에 없다.
(2)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전도, 구제와 같은 신앙생활을 전

하고 있다.

(3)교회의 개인적, 교리적, 종족적 분열과 연합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4)도덕적 결함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다.

(5)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과 종교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 초대교회의 신학적 반영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신학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전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서는 아니다. 사도행전은 수집된 여러 자료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별하여 누가의 신학적 관심사에 맞추어 기록된 

신학서요, 케류그마(설교)이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해석된 역사서(geschichte)이며,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격

려하고 보존하려 했던 일종의 설교이다.2)

(2)초대교회의 설교(kerygma)와 교리(didache)가 반영되고 있

다.

(3)초대교회의 기독론(신앙으로 고백된 예수)이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수를 권능 행사자(2:22), 부활 승천하신 자(2:32), 주

와 그리스도(2:36), 생명의 주(3:15), 인자(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

/7:55-56), 구세주(13:16이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3)

2). 전경연, 원시기독교와 바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234쪽.
3).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InterVarsity Press), pp.

33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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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著者

현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권의 다른 책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단행본의 제 1권과 제 2권으로 혹은 전편

과 후편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 두 권의 책을 누가문서라고 

부르고 있다.4)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뜻한다.

(1)성서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요,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증거 한다(16:10-17; 20:5-21;27
장, 28장).

(2)1740년 무라토리(Muratori) 추기경에 의해서 발견된 무라토

리 정경(170년), 교회사가 유세비우스(325년), 리옹의 감독 이래

네우스(180년) 등도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인정하였다.

3. 記錄 年代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전통적인 63년설이고, 다른 하나는 70년 이후 설이다.

63년설의 특징과 70년 이후 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가. 주후 63년설
(1)사도행전에는 63년 이후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2)사도행전에는 63년 이후에 있었을 바울의 재판의 결과가 나

타나 있지 않다.
(3)주제의 원시적 성격이 63년설을 지지한다.

(4)신학의 원시적 성격이 63년설을 지지한다.

4). 김득중, 사도행전연구, 13-18쪽;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1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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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도행전에서는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합법 종교였던 유대

교의 종파로 보고 있다. 64-68년 사이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상황

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다.

(6)사도행전은 바울서신이 수집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5) 학자

들은 누가의 제3권의 책이 바울서간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나. 주후 70-85년설

(1)사도행전에 주후 63년 이후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세 번째 책을 계획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18세기 이후, 독일의 계몽주의, 영국의 이신론, 다윈의 진화

론 등의 영향으로 성서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예언의 성취가 부

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성서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를 ‘사건 

후 예언’(vaticinia ex eventu), ‘날짜 앞당기기’(pre-dating), ‘인
형극’(puppet show) 등으로 부르는 학자들이 생겼다. 예를 들면,

주후 30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 될 것을 예언하셨

고, 이 예언의 말씀이 복음서들에 기록되고 있다(막 13:1이하).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Titus)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

렘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학자들은 자료비평에 따라서 마

가복음을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으로 믿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빼놓지 않고 

보도하고 있어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사건후의 예

언’으로 보고,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예루살렘 멸망이 실제로 

있었던 주후 70년 이후로 잡는다.

자료비평에 의한 복음서의 기록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이 제

일 먼저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 안에 마가복음의 92%가 들어 있고, 누가복음 안

에 마가복음의 53%가 들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5). Donald Guthrie, pp. 3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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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므로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

록연대를 짧게 잡아서 70-80년(Guthrie) 혹은 90년(Goodspeed),
길게는 2세기경까지 본다(Baur).

4. 主題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확산’ 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

의 구원사(救援史)의 연속성’이다(1:8). 8장 1절과 비교하라. 복음

의 확산 또는 교회의 발전에 따른 부주제들도 있다. 이들은 성

령, 기도, 여행, 배척 등이다.

복음의 확산

분류 예루살렘의 

증거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

땅끝까지

증거
본문 1장1절-8장4절 8장5절-12장 13-28장
대상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방인

전도

자

베드로 빌립(베드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장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로마세계)
기간 30-34년 34-44년 44-63년

5. 記錄目的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내부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내부 목적이란 교회 성장에 따른 교육,

치리, 제도 정비를 말하며, 재림의 지연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

을 신앙 지도할 목적을 말한다. 외부 목적이란 기독교인들을 박

해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변증

할 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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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주장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관한 가능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기원,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

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헬라-로마세계를 향한 복음전도가 목적이다.

(3)지연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Conzelmann).

(4)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유대 기독교(P 교

회)를 향한 바울을 위한 변증서이다(Brandon).

(5)박해자인 로마 당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를 불식시

키기 위한 정치적 변증서이다(H. Sahlin, B. S. Easton) .
(6)박해자인 유대인을 향한 변증서이다(Hengel).6)

그러나 이들 학자들의 주장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도행전의 기

록목적은 초대교회의 기원,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사적 내

용을 중심으로 재림의 지연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배척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신앙지도의 목적을 가진 글이

다.

나. 신약성서의 기록목적
신약성서는 주로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

교를 막고 박해자들에게 신앙을 변호하며, 내부의 이단들의 도

전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할 필요

성에서 기록되었으며,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도를 교육하고 

치리하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7)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의 내용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

6). 김득중, 사도행전연구, 22-29쪽; 누가의 신학, 191-200; M. 헹겔
(Hengel),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복음주의 신학총서 제 32
권, 1990), 78-80쪽.

7). 김득중, 신약성서개론(컨콜디아사, 1986), 242쪽.



․ 18 ․ 사도행전 연구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유다서 등이 영지

주의와 같은 내부의 이단이 침투된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그 

밖의 많은 서신서들이 교회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의 필요성에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의 기록은 기독교의 뿌리내림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세기 중엽에도 박해 

시에 저스틴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변증

서를 기록하였다가 순교 당하였고, 초기 한국교회사에서도 정약

종의 둘째 아들 정하상(1759-1839)이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써 조

정에 바쳤다가 순교 당하였다.8)

다. 누가문서의 정치적 변증
누가는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

던 선례들을 밝히고 있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접한 관계를 

설명함으로서 그 당시 유대교가 누리고 있던 공인 종교(religio
licita)의 혜택을 기독교도 받아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고대

하던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여러 

가지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대인을 향한 변증에 있어서, 누가는 바울과 유대 기독교인

들이 율법에 매우 충실했으며, 예수는 성서가 장차 오실 자로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한다. 또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단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하고 회당에서 몰아낸 유대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예수가 당한 박해나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9)

로마당국을 향한 변증에 있어서 누가는 로마총독 빌라도가 예

수의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확인했고, 선언했으며, 석방하려고 

8). 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1982), 78-92쪽.
9). M. 헹겔, 78-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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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했고, 선포했으며, 석방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로마당국

의 관리들은 예수와 바울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

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예: 백부장

들,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 벨릭스).
이러한 변증의 목적은 예수(누가복음에서)와 바울의 정치적 무

죄를 밝히는데 있고, 로마당국이 그들에게 보여준 호의를 돋보

이게 하는데 있다. 이런 목적은 로마와 기독교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인식시키는 한편, 적대감을 제거시킴으로서 세

계선교의 목적을 달성키 위함이다.10)

라. 초기 기독교와 로마제국 관계

역사적으로 로마제국이 기독교에 가한 박해는 열 차례 정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네로(Nero/64),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95), 트라야누스(Trajanus/11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77),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202), 맥시

미누스(Maximinus/235), 데키우스(Decius/250), 발레리안(Valer-
ian/257), 아우렐리안(Aurelian/270-275), 그리고 디오클레티안

(Diocletian/303)이 박해자들이다.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

티안 황제 때의 박해는 전 로마제국으로 확대된 큰 박해들이었

고, 그 이전의 박해는 대체로 국지적인 것이었다.

네로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의 일부로 

간주하여 커다란 박해가 없었다. 주후 64년 네로가 로마시 대화

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기

독교에 대한 유대인의 질투와 악성루머도 박해의 한 원인이 되

었다. 악성루머들로는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성만찬에 대한 오해).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10). 김득중, 복음서 신학(컨콜디아사), 194-213쪽; F. F. 브루스(Bruce),
F.F.브루스성경주석: 사도행전(상)(아가페출판사, 1991), 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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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세상이 불로 망한다고 주장한다(종말론에 대한 오해). 새

벽이나 밤늦게 비밀집회를 갖는다(노동자 노예들이 많아 낮 시

간에 모일 수가 없었다).”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쟌 등의 박해는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이었

다. 박해의 이유는 로마 당국이 이방종교에 물든 공동사회를 정

화시켜 신들에게 충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제숭배

의 거부는 로마제국에 대한 불충성의 표시로 간주되었다. 유대

인들의 질투,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방인들, 비양심적인 관

료들도 기독교 박해의 한 원인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80), 데키우스(Deci-

us/249-251), 발레리안(Valerian/253-260), 디오클레티안(Diocle-
tian/285-305) 시대에는 로마 전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졌다. 박해

의 이유는 야만민족들의 잦은 침입으로 북방의 국경선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경제도 불안정하였다. 이런 원인을 이방종

교를 허용한 로마 당국의 신들이 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 제국 건립(주전 753년) 1천년이 되면서 국수주의가 일어

났고, 제국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

록 강요하였다. 이에 불복하는 자들은 박해를 가했다.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후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박해 때에 변절한 신앙인들의 처리 문제와 변절했던 교회 지도

자들의 성직 인정 문제 등의 후유증으로 데키우스 박해 후 노바

티안(Novatian)파가 나왔고, 디오클레티안 박해 후 도나투스

(Donatus)파가 나왔다. 노바티안에게 대항했던 감독이 북아프리

카 칼타고의 키프리안이었으며, 도나투스에 대항했던 감독이 역

시 북아프리카 히포의 어거스틴이었다.11)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진 것은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한 313년부터 였고, 동로마 제

국에서는 데오도시우스(Theodosius/379-395) 황제 때부터 였다.

11). James B. North,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3), pp.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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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독교와 일본제국 ▣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은 황제숭배와 동일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
하기도 하였다. 특히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
한 사건이 관동대지진 때에 발생하였다.

일본은 옛날의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神社)라는 것을 
조선에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
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 함이었다. 이 신사는 읍 면 
단위에까지도 세워졌다.

합병후 일본은 천황의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고, 1925년 
1월에는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만들어 천조대신(天照大神)
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참배케 하였다. 1924년 
11월 강경에서는 신사참배에 불응한 여선생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
교를 그만 둔 사태가 벌어졌고, 1935년에는 평양의 기독교 학교들에게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1년 장로교의 경남노회(후에 고신
파로 발전)가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하였으나, 1938년 9월 9일 평양 총
회 때에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감리교도 1938년 10
월 5-13일에 열린 제 3차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이후 장로
교와 감리교는 총회 차원에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복종하였다. 1945년 
8월 1일에는 종교 단체법에 의해 세워진 일본 기독교단 산하의 조선 
교단으로 한국의 모든 교단이 통폐합되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였거나 재림 사상이 강했던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구속되었고 엄청난 굴욕을 겪었다. 주기철 목사와 더불어 여
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 재
림 사상이 강했던 동아 기독교(침례교)는 1943년 5월 10일에 강제 해산
되었고, 안식교와 성결교 역시 재림 사상으로 인하여 1943년 12월 28
일, 29일에 각각 해산 명령을 받았다.12)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엄청난 지진이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강타하였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직후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악
성 루머들이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경찰들에 의해서 유포되기 시작하였
다. 그 내용은 “조선인들이 방화를 일삼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조선
인들이 집단으로 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일본 당국은 이 루머를 기
정 사실화하기 위해서, 일본인 청년들을 동원하여 유언반, 지휘반, 실
행반을 조직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방화, 독물투입, 투탄 등의 

12). 민경배, 개정판 한국기독교회사, 424-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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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조선인들의 행위로 뒤집어 
씌었다. 이로 인하여 포악해진 일본인들이 6일 동안에 온갖 만행을 자
행하였으며, 죽창과 흉기 등으로 살해된 우리 동포의 수가 일본의 공
식집계만으로도 6,433명이나 되었다.13)

6. 누가文書의 統一性

가. 배척
누가문서는 배척의 주제로 시작되고 또한 끝나고 있다. 누가

는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신 일(눅 4:16-30), 수

난 예고(눅 9:44-45), 사마리아에서 배척 당하신 일(눅 9:52), 그리

고 므나 비유를(눅 19:11-27) 통해서 배척을 암시하고 있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적인 활동도 배척으로 시작하고 있다(행 

2:14-40).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 7:59-8:1), 야고보는 순

교 당했고(행 12:1-5), 제자들과 바울은 자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다(행 5:18; 12:5; 14:19; 16:22-24; 23:35). 그러나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승리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역

은 전세계로 확장되어 갔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6-30절에 나오는 나사렛에서의 배척은 마

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이 끝나기 직전에(막 6:1-6), 마

태복음에서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의 절정기에(마 13:53-58) 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말씀을 예수의 공생에 활동의 첫 

사건으로 예수의 첫 번째 설교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예수의 활동 전체를 예시해 주는 누가의 전략적 

또는 요약적 본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

가에 못 박히실 것과 공생애 기간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 당

하실 것에 대한 예시이다. 이는 또한 예수의 생애에 배척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승리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전세계로 확장되어 갔음을 암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된다고 

13). 학원출판공사, 학원세계대백과사전 s.v. “관동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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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나. 여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

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의 선교여행을 기록하

고 있고(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다(13-28장). 특히 누가는 에베소에서 3

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순방한 후에 오순

절에 맞추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자세하게 기

록하고 있다(19:21-21:17). 예루살렘은 순례자가 목적하고 걷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비록 그곳에 갇힘과 매맞음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가야 한다. 예수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음을 

누가는 리얼하게 설명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

라가시면서 가졌던 심정과 똑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바울이 에

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읽을 수 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
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
게 증거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
니 하노라(행 20:22-24).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

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렸다. 마치 베드로

가 예수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지 말도록 말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말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

였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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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렸다.

다. 성령
누가문서에 사용된 ‘성령’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 수를 다른 복

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영’(Spirit)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9번, 요한복음에 17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

에는 27번, 사도행전에는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

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4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11번, 사도행전에는 41번이 쓰

이고 있다.

누가문서에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

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의 성령충만과 예수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사도

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성령충만과 사도들(교회)을 통한 성령의 사

역이 강조되고 있다.14)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

의 완료된 구원사역(finished work)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통

한 하나님의 구원사(救援史)의 연속(unfinished work)이 설명되고 

있다.

라. 기도
(1)예수의 기도생활

누가문서는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

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

14). 김득중, 누가의 신학 287-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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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이 만큼 누

가는 다른 어떤 성서 저자들보다도 기도생활에 관한 자신의 깊

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 기도(22:41-46), 십자가

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

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간

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

(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15)

(2)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하게 보

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

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

에서 행하였다(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맛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

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

(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15). 김득중, 누가의 신학, 264-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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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마. 구조적인 통일성

누가문서의 구조적인 통일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고 있다

(눅 1:1-4; 행 1:1-5).

(2)성령충만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눅 3:21-22; 행 2:1-4).
(3)공적인 활동 이전에 예수께서 40일, 제자들이 10일간의 준

비기간을 갖는다(눅 4:2; 행 1:3).

(4)공적인 활동이 배척으로 시작된다(눅 4:16-30; 행 2:14-40).
(5)권위 있는 설교와 권세 있는 행동 때문에 다툼과 불신이 생

겨난다(눅 4:31-8: 56; 행 3:1-12:7).

(6)이방인 저명인사에 대한 선교가 기록되고 있다(눅 7:1-10;
10:1-12; 행 13:1-19:20).

(7)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과 순교를 기록하고 있다(눅 

9:51-23:49; 행 19:21-21:17).16)

바. 누가문서의 장르

탈버트(Talbert)는 누가 문서를 단순한 전기나 역사서로 보지 

않고, 종교적 공동체의 창설자와 그의 계승자들이 연결되어 등

장하는 연속적인 전기 형태로 본다. 탈버트는 고대 문학 중에서 

이렇게 창설자와 후계자들의 전기 유형에 대한 문학적 전례로 

라에르티우스(Diogenes Laertius)의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와 아리스토틀(Aristotle)의 전기

적 단편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는 아리

스티푸스(Aristippus), 플라토(Plato), 아리스토틀(Aristotle), 안티

스테네스(Antisthenes), 제노(Zeno), 피타고라스(Pythagoras), 에

16). 김득중, 복음서 신학, 171쪽; 누가의 신학,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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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루스(Epicurus)와 같은 철학 학파들을 다루고 있는데 형식적

인 혹은 구조적인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자들의 생

애가 세 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창설자의 생애,

둘째, 제자들과 후계자들에 관한 이야기, 셋째, 학파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다.17)

7. 救援史의 連續性

누가를 구원사(Heilsgeschichte)의 신학자라고 칭할 만큼

(Eduard Lohse) 누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

(a continous redemptive historical process)이다.18) 누가는 하나

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

인 기독교로, 예수에게서 사도에게로, 사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유형론(typology)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누가문서의 통일성과 구원사의 연속

성은 ‘수집된 자료의 선별적 이용’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수집

된 자료는 누가의 기록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해석되

었다고 보아야 하나 없는 사실을 꾸며 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

다. 역사가란 결국 수없이 많은 역사 자료 중에서 기록의도와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자료를 역

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9)

가. 예수와 베드로

예수시대와 사도시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예수를 

본받고 있고, 예수의 삶을 모델로 삼고 있다.

(1)두 분은 공생애 직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눅 3:21; 행 

17). 김득중, 누가의 신학, 26-30쪽.
18). W. W. 가스끄, 사도행전 비평사 권성수, 정광욱 역(도서출판 바실

래, 1989), 395쪽.
19). W. W. 가스끄, 363쪽; M. 헹겔, 1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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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두 분의 공생애는 예언의 성취와 배척이란 주제로 설교를 

시작한다(눅 4:16-30; 행 2:14-40).

(3)두 분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눅 

5:17-26; 7:11-17; 행 3:1-10; 9:36-43).
(4)두 분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인다(눅 5:29-6:11; 행 

4:1-8:3).

(5)예수는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고, 베드로는 백부장 고

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킨다(눅 7:1-10; 행 10장).

나. 예수와 바울
바울의 삶은 예수의 삶을 닮고 있으며, 예수를 모델로 삼고 

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바울을 통해

서 다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두 분이 모두 이방선교에 관심을 보인다(눅 10:1-12; 행 

13-20장).

(2)두 분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

면서 그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눅 9:51-23: 49; 행 19:21-21:17).

(3)예수는 공회와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 앞에서 두 번 심문을 

받았고, 바울은 공회와 헤롯 아그립바 2세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무죄

로 선언하였고, 루시아, 베스도, 아그립바가 바울의 무죄를 선언

한다.
(4)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없이 하소서” 라고 

외친다(눅 23:18; 행 21:36).

(5)두 분이 “떡을 들고 축사한 후 떼어” 먹게 하신다(눅 22:19;
행 27:35).

(6)두 분은 모두 환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큰 능력

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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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여 떠나 주기를 간청하였고(눅 

8:37), 빌립보의 치안관들이 바울에게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간청한다(행 16:39).

다. 예수와 스데반
예수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순교가 이어지는 것

을 보여 준다. 순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는 계속된다.

(1)두 분이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눅 22:66-67; 행 6:12).
(2)두 분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듣는다(눅 23:2;

행 6:13).

(3)두 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순교 당한다(눅 

23:6; 행 6:11).

(4)두 분이 죽기 전에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눅 23:34,

46; 행 7:59-60).
(5)두 분이 인자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한다(눅 22:69; 행 

7:56).

(6)두 분의 순교가 선교의 밑거름이 된다(눅 23:39-43; 행 8:1이
하).20)

8. 歷史性의 問題

가. 보도의 신뢰성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여러 지역의 정치, 사회, 지리, 등에 관

한 누가의 보도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

다. 아래의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실린 누가의 보도내용이 고고

학적으로 옳다고 입증된 것들이다.

(1)예루살렘과 성전에 관련된 정치, 사회, 종교, 지리적인 보도

들이 정확하다. 예: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4:6), 성전 맡은 

20). 김득중, 복음서 신학, 17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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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 사두개인의 지위와 교리(4:2), 공회(5:21), 성전의 미문, 솔

로몬 행각(3:2, 11), 가말리엘(5:34), 유대인의 기도습관(2:15; 3:1;
10:9), 헬라 유대인의 회당(6:9), 등.

(2)구브로(키프로스)의 서기오 바울의 직책이 ‘총독’(proconsul/

ἀνθυπάτῳ/13:7)이었다.
(3)빌립보는 로마의 이주지(직할시)란 점과 이 도시의 지도자

는 ‘상관들’(magistrates/στρατηγοίς/16:20)이었다.

(4)데살로니가의 지도자는 ‘읍장들’(politarchs/πολιτάρχας/17:
6)이었다.

(5)멜리데의 지도자는 ‘면장’(chiefman/πρώτῳ/28:7)이었다.

(6)에베소에서 종교문제를 다루는 자는 ‘아시아 관원’
(Asiarchs/Ἀσιαρχών/19:31)이었다. 최고 지도자는 ‘총독’(19:38)이

었다. ‘서기장’(secretary/19:35)의 직책도 언급하고 있다.

(7)이밖에도 로마 황제들의 이름, 유대 총독들의 이름, 로마 군

대의 직책들과 부대들의 이름, 로마 시민의 특권과 권리에 관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도 내용이었다.21)

나. 바울 언급에 대한 신뢰성

(1)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횟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세 번을 언급하고 있고(9:20이하; 11:30; 15:2),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서 두 번을 언급하고 있어서(1:16이하; 2:1이하) 누가의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방문 횟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한 방문을 갈라

디아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됨이 사도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직접계시에 의한 것임

을 말하고, 오직 사도를 만난 경우만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

고 있다.

(2)사도행전은 바울이 율법을 두 번 지킨 것으로 보도하고 있

21). W. W. 가스끄, 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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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런 율법준수는 바울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처럼 보인다. 누가가 예수와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에 매우 충실

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의 이런 

보도가 바울의 사상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게 할례(16:3)를 행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편의상 치른 외과수술에 불과하다. 바울이 야고보의 충

고를 따라 머리를 밀고 언약을 지킨 것도(21:22-26)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한 것뿐이다. 고린도전서 9장 

20-22를 보라.

(3)사도행전과는 달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회의의 

결정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사도행전의 내용

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누락시킨 

것은 자신의 사도직분을 해명하는 글에 이런 언급이 전혀 필요

치 않았기 때문이다.
(4)누가는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서에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로마서 15장 18-19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행함으로 이루어 졌다고 기록하고 있다(비교: 딤후 4:20/드

로비모; 딤전 5:23/디모데; 빌 2:25이하/에바브로디도; 고후 

12:7/바울).

(5)누가는 바울을 명설교가로 묘사한 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과 11장 6절은 바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기록되고 있어

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볼

로의 능변(18:24)과 바울의 능력 있는 설교는 구별되어야 할 것

이다. 바울은 복음의 미련한 것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고
전 1:17이하, 2:1이하; 고후 1:12).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롬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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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도행전의 연설과 설교의 신뢰성

사도행전에는 모두 24개의 설교나 담화가 기록되고 있다. 이 

중에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각각 9개이고, 가말리엘, 스데반,

야고보, 데메드리오, 에베소 서기장, 베스도의 담화가 각각 한번

씩이다.22) 그런데 사도행전에 실린 설교나 연설이 과연 바울이

나 베드로 혹은 스데반이 행한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벨리우스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 연설이나 설교들이 누가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460?-
400? B.C.)는 연사의 연설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연사

의 연설을 자기가 꾸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사의 연설이 뼈대를 이룬 것은 물론이다.
사도행전의 연설은 선교 연설의 샘플로써, 사도들의 선교 행로

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기술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연설이나 설교들이 자구적(字句的)으로

는 베드로나 바울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연설과 

설교들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3)

(1)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연사의 연설을 암기하거나 기록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2)유대인은 철저한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3)누가의 정치, 역사, 지리에 관한 언급은 고고학적으로 입증

되었다.

(4)사도행전의 연설이나 설교들이 원시적인 설교 내용으로 되

어 있다.

9. 資料

22). 김득중, 신약성서개론 123쪽.
23). Donald Guthrie, pp. 354-363; 전경연, 원시기독교와 바울, 207-2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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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도 아니오, 역사적인 현장과 

무관한 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계적으로 기

록된 책도 아니다. 누가는 누가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료수

집에 충실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편집

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입

증될 수 있다.

1)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 듣

고 보고 얻은 정보이다(9:1-31; 11:25-30; 12:25-28:31).

2) 누가는 마가의 동역자였다(행 12:12). 마가에게서 많은 정보

를 얻었을 것이다.
3) 누가의 집이 수리아의 안디옥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베자사본에 “우리” 부분이 안디옥이 언급되고 있는 11장 

27절과 14장 22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디옥이 그의 고

향이라면, 그의 많은 자료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을 것이다.

4)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되었을 때에, 누가는 가

이사랴에 머물면서 교회의 시작과 발전, 박해와 갈등에 관한 많

은 정보를 빌립을 통해서 혹은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수집하였

을 것이다.24)

10. 重要 年代

사도행전에 실린 사건들의 발생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

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의 연대를 

통해서 예수의 출생이 주전 6년에 있었고, 예수의 부활과 교회

의 탄생이 주후 30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

는 36세에 죽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주후 44년에 있었다는 것과 바울의 제2차 선교사역이 주

24). Donald Guthrie, pp. 36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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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52년에 고린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헤롯 대왕의 사망: 주전 4년. 예수는 헤롯 사망이전에 출생

하셨다(마태복음 2장).

(2)티베리우스 황제의 15년째 통치 연대: 주후 26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신 것이 이 때이다

(누가복음 3:1, 23).

(3)헤롯 아그립바 1세의 사망: 주후 44년. 사도 야고보는 아그

립바 1세에게 목베임을 당하였다(사도행전 12:3, 23).
(4)유대 땅의 기근: 주후 45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먼, 주

후 45년에 유대 땅에 기근이 있었다.(사도행전 11:27-30).

(5)아가야 총독 갈리오: 주후 52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사

역할 당시에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은 일이 있었다(사도행전 

18:12-17).

(6)로마시 대화재: 주후 64년. 로마교회가 네로로부터 수난을 

당한 것은 이 화재 때문이었다.

(7)네로 황제의 사망: 주후 68년

(8)예루살렘 멸망: 주후 70년
(9)도미티안 황제의 사망: 주후 96년

11. 初代 로마 皇帝들25)

예수의 탄생, 생애, 기독교의 출범 그리고 초기 박해가 초기 

로마 황제들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신약성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황제들에 대한 지식은 신약

성서의 이해를 도울 뿐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 크게 도움이 된다. 플라비우스 왕조를 제외하고는 황제의 직

위는 대부분 세습되지 아니하고 양자(養子) 피택을 통해서 이루

25). Carl Roebuck, The World of Ancient Times(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pp. 560-638; 학원세계대백과사전(학원출판공사, 1994);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6-9권, 김석희 옮김(한길사, 199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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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1)아우구스도(Augustus/63 B.C.－A.D. 14):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주전 27에 황제가 되어 주후 14년에 사망하였다. 본명

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이다. 주전 34년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제 2회 삼두정치(三頭政治)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 브루투스와 

케시우스 등의 공화파를 빌립보 전투에서 물리쳤다. 레피두스가 

실각한 뒤에는 안토니우스와 대립하였고, 주전 31년 악티움 해

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고, 그 

다음해에 이집트를 정복하여 천하를 평정하였다. 주전 28년에 

원로원의 제 1인자가 되었고,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존엄자)
의 칭호가 주어졌다. 그가 죽은 후에 원로원에 의해서 신(神)으
로서 제사가 받들어졌다. 예수는 주전 6년경 아우구스도 황제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다.
(2)티벨리우스(Tiberius/42 B.C.－A.D. 37): 로마 제국의 제 2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이다. 질식사하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창립된 

주후 30년이 티벨리우스 황제 때였다. 티벨리우스는 초기에 선

정을 베풀었으나 후기에는 공포정치를 펼쳤고, 고립적인 성격으

로 인해서 주로 키프로스 섬에서 지냈다.
(3)칼리굴라(Caligula/A.D. 12－41): 로마 제국의 제 3대 황제

이다. 재위 기간은 주후 37년에서 41년까지이다. 본명은 가이우

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이다. 칼리굴라는 소년시절 

애용했던 어린이용 군화(칼리굴라)에서 나온 별명이다. 그의 치

세는 당초 명문의 가문을 존중했기 때문에 인망을 모을 수 있었

지만, 중병으로 쓰러진 다음에는 정신분열증을 나타내었다. 시기

심으로 유력자를 처형했는가 하면 원로원을 무시했으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전제군주정치로 기울어졌다.
특히 황제 자신에 대한 예배 강요는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

에서의 유태인들의 저항의 원인이 되었다. 41년 1월 아내와 어

린 딸과 함께 궁정 안에서 암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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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클라우디우스(Claudius/10 B.C.－A.D. 54): 로마 제국의 제 

4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41-54년까지이다. 교양이 풍부했으나 

몸이 쇠약했으므로 혁혁한 무공을 세운 형 게르마니쿠스의 그늘

에 가리워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생질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

된 후 근위대에 의해서 추대되어 51세에 황제가 되었다. 견실한 

정치를 하여 브리타니아, 트라키아, 아프리카를 속주로 삼았다.
그러나 측근으로서 점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해방노예와 황

후에게 억눌리게 되었다. 세 번째 황후 메살리나를 그녀의 애인

과 함께 암살 혐의로 처형했으나, 다음 황후 아그리피나에 의해

서 54년에 독살 당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

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다고 한

다.
(5)네로(Nero/37－68): 로마 제국의 제 5대 황제이다. 재위 기

간은 54년에서 68년까지이다. 본명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헨

노바르부스이다.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권력욕 덕분에 16세에 황

제로 추대되어 초기 5년 동안은 철학자 세네카, 근위장관 브루

스의 보좌로 해방노예의 중용, 매관(賣官) 폐습의 시정 등 선정

을 베풀고 어머니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였다. 이 때 그녀가 동

생 브리타니쿠스를 지원하자 네로는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고,
이어 59년에는 그의 어머니도 죽였다. 이 무렵 브루스가 죽고 

세네카도 떠나 네로의 폭군적 행동은 날로 심해졌다. 네로는 어

려서부터 예술에 관심을 가져 시를 짓고, 특히 대중 앞에서 키

타라(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여 갈채 받는 것을 즐겼다. 64년 7
월 18일 로마의 대경기장 관중석 밑에 들어찬 가게들에서 발화

하여 강풍을 타고 불이 크게 번져 9일 동안에 걸쳐 로마시 3분
의 1이상을 태웠다. 항간에서는 네로의 악취미에서 나온 유희적 

방화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네로는 간신 티게리누스 등의 

진언을 듣고, 당시 사회에서 혐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대학살을 감행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십자

가에 못박아 죽이거나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 맹견에 물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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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가 하면, 소위 ‘인간 횃불’로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 사

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 때 순교 당했다고 전한다. 이 때의 처참

했던 상황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수

에토니우스는 네로 전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유치한 미신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다음해인 65년에 원

로원 의원 피소가 주동이 된 음모가 발각되었다. 세네카도 이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네로로부터 자결 명령을 받았다. 66
년 네로는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의 자유를 선언하고 올림피아의 

경기에 참가하여 미리 짜고 하는 시합으로 많은 영관(榮冠)을 차

지하였다. 68년 갈리아에 이어서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원로원과 군대에게 버림받아 로마를 탈출했다가 추격을 받고 68
년 6월 9일(30세 5개월 20일) 자살하였다. 폭군의 전형으로 일컬

어지며 그가 죽은 후에도 네로가 다시 나타났다는 풍설이 도는

가하면,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설이 이어졌다.
☞ 이상 5명은 율리우스 왕조(Julius family) 출신의 황제들이

었다.
(6)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9－79): 로마 제국의 제 6대 황

제로써 정복자이며 플라비우스 왕조의 시조이다. 재위 기간은 

68년부터 79년까지이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장으로써 66
년 말 네로 황제로부터 유태인 독립전쟁을 진압하라는 명을 받

고 팔레스틴에 파병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그는 전쟁 

중이던 68년에 네로가 죽자, 군단의 지지를 얻어 황제에 즉위하

였다. 그는 내정에 주력하여 실추된 국가 위신을 회복하였고, 내

란으로 인한 파괴를 복구하는 데 진력하였으며, 재정을 정비하

여 신전과 콜로세움 등을 건설하였다. 또한 그는 정복한 나라들

의 식민지화를 추진하여 왕조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베스파

시아누스는 사후에 신(神)으로 숭배되었고, 그의 아들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가 차례로 황제의 위에 올랐다.
(7)티투스(Titus/39-81): 로마 제국의 제 7대 황제이며, 베스파

시아누스의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79년부터 81년까지이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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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유대지방 원정에 동행 중 68년 네로가 죽자, 황제에 즉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개선하는 아버지로부터 유대 전쟁의 전권을 

위임받아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이 때의 전공은 티투스 

개선문에 기록되어 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부터 통치를 

도왔으며, 아버지가 죽자 그 뒤를 계승하였다. 재위 중에 발생한 

베스비오 화산의 대폭발(79년 8월 24일), 로마의 대화재(80년),
페스트의 만연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이재민을 

구호하고 시설 복구에 진력하는 등 관대하고 인도적인 정책을 

써서 민중의 인기가 높았다. 유명한 콜로세움은 그의 치세 동안

에 완성된 것이다. 사후 신격화되어 그의 선정은 길이 칭송되었

다.
(8)도미티아누스(Domitianus/51－96): 로마 제국의 제 8대 황

제이며,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다.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 즉

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81년부터 96년까지이다. 기독교를 박해하

고 원로원을 제압하였으며 비판자를 탄압하는 등 공포정치를 실

시하였다. 86년부터는 자신을 신격화시켜 신(神)으로 부르게 하

였다. 다른 한편, 그는 방만한 국가 재정을 개혁하였고, 80년에 

발생한 로마 재화재를 급속히 복구시키는 등 정치적 수완을 발

휘하였다. 만년에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신하들을 모반

죄로 학살하였다. 이에 불안을 금치 못하던 황비 도미티아에게 

암살되었다.
☞ 이상 3명은 플라비우스 왕조(Flavius family) 출신의 황제

들이었다.
(9)네르바(Nerva/30-98): 로마 제국의 제 9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96년에서 98년까지이다. 오현제(五賢帝)26)의 한 사람으로 

71년과 90년에 두 번 집정관이 되었고,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된 

후에는 원로원에서 선출되어 고령으로 즉위하였다. 관대하고 정

26). 로마 평화 시기의 다섯 황제들을 말한다: 네르바(Nerva/96-98), 트라
야누스(Trajanus/98-117), 하드리아누스(Hadrianus/117-138), 안토니우스 피우스
(Antonius Pius/138-16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161-180).



제1부 총론 39

의감이 풍부한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행정, 군사의 경험이 없어,
황제를 삼기 위해서 양자(養子)로 피택된 트라야누스에게 전권을 

맡김으로써 양자 선택이라는 황제 세습의 선례를 남겼다.27) 그

의 재직 중에는 빈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10)트라야누스(Trajanus/52-117): 로마 제국의 제 10대 황제이

다. 재위 기간은 98년부터 117년까지이다. 에스파냐의 이탈리카 

출신이다. 117년 킬리키아에서 병사하였다. 트라야누스는 112년
경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감독이었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와의 서신 왕래에서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관한 지시를 

남기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플리니 총독,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된 사람들
의 사례를 심문함에 있어 정당한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정된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발본색
원해내야만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발되고 그들
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다음의 유보사항을 참조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증
명되면 그가 비록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
다고 할지언정, 말하자면 우리의 신들을 예배함으로써 스스로 배
교한 그 결과에 따라 사면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의 투서들은 어
떤 내용의 고발이라 할지라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그
것들은 매우 나쁜 전례가 있으며, 또한 이 시대에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28)

(11)하드리아누스(Hadrianus/76-138): 로마 제국의 제 11대 황제

이다. 재위 기간은 117년부터 138년까지이다. 오현제(五賢帝) 중 

3번째이다. 에스파냐의 이탈리카 출신으로써 트라야누스의 먼 

27). 양자 선택의 황제 세습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아들 코모
두스(Commodus/180-192)를 황제로 선택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오현
제가 육현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28). H. Bettenson,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pp. 5-7; Norman
Perrin and Dennis C. Duling, 새로운 신약성서개론(An Introduction of the
New Testament), 박익수 옮김(한국신학연구소, 1991),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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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다. 트라야누스가 117년 킬리키아에서 병사할 때에 양자

로 피택되었다. 132-135년에 발생한 유대 전쟁 말고는 태평성대

를 보냈다.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 신 로마도시(Aelia
Capitolina)를 설립코자 하였을 때에 바르 코크바(Bar Kochba)를 

중심으로 열심당원들이 반발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이 전쟁의 패배로 팔레스틴에서의 종교적 민족주의를 잃게 되었

고 예루살렘은 신로마시가 되고 말았다. 이후 하드리아누스는 

할례를 금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일리아(Aelia)로 개명하였

으며, 성전 터에 주피터 신전을 건축하고 유대인 출입을 사형으

로 금하였다.

12. 使徒行傳의 章 槪要

1장--부활하신 주님(승천)

2장--성령 강림(30년)

3장--앉은뱅이의 치유

4장--박해의 시작

5장--정화와 박해

6장--칠인의 선택

7장--스데반의 설교와 순교(34년)

8장--빌립의 사마리아 복음전도

9장--사울의 개종(34년)
10장--고넬료 가족의 개종

11장--베드로의 변명과 안디옥 교회

12장--헤롯 아그립바 1세의 박해(44년)
13장--제 1차 선교여행(46-48년/ 구부로섬,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역 선교)

14장--갈라디아 지역 선교(루스드라, 더베 지역 선교)
15장--예루살렘 사도회의(51년)

16장--제 2차 선교여행(51-53년/유럽의 관문 빌립보 지역 선



제1부 총론 41

교)

17장--유럽 지역 선교(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지역 선교)
18장--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선교(52년/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

19장--제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선교(55-57
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마게도니아), 로마서(고

린도) 기록

20장--밀레도에서의 고별설교

21장--바울의 체포(58년) 및 구금

22장--개종의 동기에 대한 변명

23장--공회 앞에서의 변호(가이사랴에 2년간 투옥됨)
24장--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증

25장--베스도 총독의 재판(60년)

26장--아그립바 2세 왕 앞에서의 변증

27장--지중해 상에서의 표류

28장--로마에서 2년간 셋집에 갇힘(62-63년)/ 에베소서, 골로새

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기록29)

▣ 釋放 後의 바울 ▣

1. 스페인 방문의 가능성(64-65년)
2. 에베소에서의 사역(66년)/ 디모데전서, 디도서 기록

3. 로마에서의 순교(67년)/ 디모데후서 기록(딤후 4:13 참고)30)

29).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p. -

; 전경연, 원시기독교와 바울, 182-206쪽.
30). Gareth L. Reese, pp. 9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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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



第2部

本文 解說

A. 예루살렘의 證據(1:1-8:3)

第1章 復活하신 主님(昇天)

1. 데오빌로는 누구인가?(1:1)
‘데오빌로’(Θεόφιλε)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를 뜻한다.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

이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 누가

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도 ‘각하’ 호칭을 했다. 이런 점으

로 미루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개종한 높은 직위의 사람이거나 

바울의 변호를 맡은 가이사랴 법정의 변호사 혹은 대제사장 데

오빌로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야바 후임으

로 대제사장이 된 죠나탄에게 데오빌로란 형제가 있었는데, 죠

나탄이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직위를 박탈당한 후, 데오

빌로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데오빌로가 누가의 후원자였으며,

제작비를 부담했을 것이란 점이다. 책 앞 서두에 후원자의 이름

을 쓰는 것은 이 당시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2. 사도직분의 유일성(1:2)
‘사도’(ἀποστόλοις)란 ‘보냄을 받는 자’(missionary)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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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요 3:17; 6:57), 예수는 사도들을 파송

하셨으며(마 28:19-20; 행 1:8), 사도들은 주의 종들을 파송하였다.
사도적 전통의 계승을 이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사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의 산 증인(μ

άρτυρα/martyr)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1:22).
사도의 자격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이다(1:22-23).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과 계시를 통

해서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다(9:1이하; 22:5이하; 갈 1:1; 1:11-12).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엡 2:20). 사도적 전통

은 성서와 전승을 통해서 계승된다(고전 11:2; 살후 2:15; 3:6).

사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약속 받

았고, 또 함께 체험하였다(요 14:26-27; 15:26; 행 1:4; 2:2-4). 사도

들의 증거와 확실성은 사도들이 행한 성령의 외적 역사에 의해

서 입증되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동반은 그들이 하나님

의 사도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였

다(2:22; 왕상 17:24; 고후 12:12; 롬 15:18; 살후 2:9; 히 2:4).

천주교회는 사도적 전통의 계승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직 계승의 주장은 교권의 권위를 세

우기 위한 것일 뿐이다. 특별계시, 특별은사, 또는 면죄권과 같

은 특권은 사도들에게 제한된 약속이다(요 14:26; 20:23; 마 

16:19; 18:18).

3. 예수의 부활(1:3)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다. 기독교 변증의 초점은 

예수의 부활에 있다. 바울이 기독교 구원의 기초를 ‘예수를 그리

스도와 하나님을 죽은 예수를 살린 분’으로 믿는 데에 두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입증된다면, 기독교의 역

사성, 진실성, 가치성이 동시에 입증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요, 부활은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희망이며,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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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의 증거 ▣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 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당신 나라

의 오랜 전통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
까?” 라고 어떤 분이 물었다. 이 물음에 썬다 싱은 “죽었던 예수가 부
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 부활은 기독교가 시작된 출발점이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알맹
이이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활을 믿는 종교이
다. 기독교는 부활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
점이 된다. 예수 부활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
가 판가름 난다.

예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부활하
신 예수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역사적 정황 증
거들도 교회 안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자료는 넉넉하다. 다만 이들 자
료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즉 신빙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래서 오늘은 예수 부활의 증거 자료들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수 부활이 과학의 문제인지 또는 신앙의 문제인지를 살펴보
아야 할 것 같다.

예수 부활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
지 않다. 창조와 진화를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할 
수 없듯이, 예수 부활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다. 현대기술과
학은 죽은 자를 살려 낼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실험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과
학적 방법의 제한성을 인정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결국 자연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인 것 즉 창조나 부활과 같은 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히 11:3)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
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롬 10:9)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성서가 신앙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도 
아무나 창조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의심없이 믿을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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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부활은 유물이나 문헌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고증학 방식
으로 입증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정황 증거들
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
어진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
에 예수 부활의 진실성 여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입증의 문제는 
아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안 믿
기도 하듯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예수의 부활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부활의 일차적 증거는 믿음의 문제
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활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발생된다면,
그것이 과학적 사실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 부활의 독특성은 
사라지고 만다. 또한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독특성도 상
실되고 만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즉시 처
벌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도 법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과학도 학
문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했다. 히브리서가 기
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
인들은 실재에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완전한 세계의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림자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벗어
나 실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
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대인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가르쳤다.

둘째,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열 한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오백 명도 넘었다.

예수가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예수가 묻혔던 무덤
은 동굴 무덤이었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 틈새
를 봉한 후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
들이 4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은 떨어
져 나갔고, 돌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
만 남아 있고, 시신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예수는 바위를 뚫어 만든 새로운 동굴무덤에 묻혔다. 유대인의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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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은 대개가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들어 갈 수 있는 130-150
㎝ 높이의 입구를 갖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삼면의 벽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깎아 만든 평상들
이 있었는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높
여 만들곤 했다.

무덤의 입구는 큰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막았다. 입구의 문턱은 돌문
을 끼어 넣고 좌우로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다. 이 때의 홈통은 
무덤 입구 쪽을 낮은 쪽으로 해서 약간 경사지게 파고, 그 대신 돌문
이 정확하게 입구를 막고 설 수 있도록 낮은 쪽의 턱을 높게 만들었
다. 입구를 봉할 때는 돌문을 괴고 있던 받침목을 빼내고 밀기만 하면 
홈통의 낮은 쪽으로 돌문이 굴러 쉽게 입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문을 열고자 할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돌
문의 무게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따르면, 무
려 1.5톤 내지 2톤이나 된다. 이 돌문을 홈통에서 경사가 높은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도서관
에 보관되어 있는 베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에 따르면,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는 말씀에 이어
서 가로 속에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 라고 부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돌문이 열려진 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예수의 무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 16명이 4
명씩 일 개조가 되어 4교대로 지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의 군인답게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
다.

주후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폼페이 시가 베수비
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쏟아 부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다. 16세기 중
엽 이 고대도시의 존재가 발견되어 1748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현
재는 도시 대부분이 발굴되어 거대한 유적공원으로서 화산재에 파묻히
기 직전의 모습을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아폴
로, 비너스, 주피터의 신전들과 극장 그리고 1만 5천명을 수용하는 대
투기장과 같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고 횡단보도
까지 있는 도로, 식품, 잡화 등의 소매점과 술집 그리고 호화 저택과 
같은 귀중한 건물들이 남아있다. 그밖에도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과 개,
식사중인 테이블과 여러 가지 음식물, 의료기구, 놀이기구, 포스터와 
일상용품까지도 다수 발굴되어서 폼페이는 고대 로마인의 생활을 파악
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 되고 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산의 반대



․ 48 ․ 사도행전 연구

방향에 위치한 성문 쪽을 향해서 죽어 있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잘 표
현해 놓고 있지만, 모두가 피신의 아수라장 속에서 화를 당했던 것이
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크게 관심을 끄는 것은 성문을 지키던 로마군
인이다. 사람들은 피신하다가 성문을 향해서 죽어 있지만, 이 군인만큼
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자세로 죽어 있다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
급한 상황에서도 군인의 임무를 다하면서 죽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고 볼 때에 
감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경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
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 28:2-4) 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예수 부활의 정황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이들 정황 증거
들은 기독교가 지난 이 천년 동안 지켜온 주일예배, 성만찬, 침례, 그
리고 변화된 초기 신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일 예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이다. 유
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늘로 
두 번 깁거나 두 글자를 쓰지 않았으며 불을 끄거나 켜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가 이 안
식일을 무시해 버리고 일요일을 지킨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
이 일가친척과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버림당하는 위험을 무릅
쓰고 그렇게 한데는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
은 이 날을 ‘주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부활
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다.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지 않았
다면, 주일 예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
을 것이다. 또 부활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으로써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 예배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 교인이었던 한 미국인 여성이 유대교에 개종하였다. 그녀는 
단순히 개종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살기를 원했다. 그런
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개혁주의 유대교에 속하고 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의 유대인 자
격에 대한 시비로 온통 국가가 시끄러워졌다. 이 일이 있는 직후 1988
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자격을 정통파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하다 실패한 바 있다. 잠시 잠잠하다가 1997년 들어 이스라엘 의회는 
다시 ‘유대인 자격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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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소속 랍비를 통해 개종 절차를 밟은 사람만을 유대인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유대인중 90%가 넘는 개혁주의 및 보수주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졸지에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
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속성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정도인
데 하물며 이 천년 전인 경우에는 어떠했겠는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은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며, 바울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서른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 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부활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교를 버
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지난 이 천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성례인 침
례와 성만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다.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이들 예식이 초대 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순교를 불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또한 예수께서 부활
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졌
던 제자들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
던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
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
남으로써 평생을 복음전도에 힘쓰다가 마지막에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
했다. 전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 각기 여러 나라들에서 담
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상의 몇 가
지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들만 가지고서도 예수 부활의 역
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지만, 부활을 미신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확실한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매 시간마다 
매일 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주검의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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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復活節과 크리스마스의 由來 ▣
기독교의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가 춘분 이후에 지키는 부활절과 

동지 이후에 지키는 크리스마스이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날짜
가 정해진 반면, 부활절은 해마다 유동적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후 30년 4월 9일로 산출된다. 그러나 현
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의 날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니케아 회의는 부활절의 날짜를 춘분(3월 21일)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첫 주일로 잡았다.

이렇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부활절로 인해서 동서방 교회가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일부 교회들은 부활절을 
유대력에 따라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니산월 14일에 맞춰서 지켰다.
다른 교회들은 부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에 맞추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니산월 14일이 지난 
첫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켰다. 니산월 14일에 맞춰서 부활절을 지키는 
이들을 학자들은 ‘14일 준수자들’(Quartodecimanians) 이라고 부른다.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인 120년에 14일 준수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로마에  있었다. 그들은 니산월 14일까지 금식을 마
치고 축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까지 계
속해서 금식하였다. 로마인들이 수난의 금식을 하는 동안 아시아인들
은 부활의 축제를 가졌던 것이다. 이런 문제로 서로간에 감정이 상하
게 되었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다. 신학적인 순수성에 금이 가기 시
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머나의 폴리캅 감독이 로마의 아니케투스
(Anicetus) 감독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 그러
나 서로 간에 뚜렷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2세기말에, 로마의 빅토르(Victor/189-199) 감독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을 부활절 날짜 문제를 이유로 파문을 시키고 말았다. 그러자 에베소
의 폴리크라테스(Polycrates)감독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사도들의 전통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토르가 아시아의 교회들을 파문할 권리나 권
한이 전혀 없다고 항의하였다. 리옹의 이래네우스도 빅토르가 아시아 
교회들을 파문할 권한이 없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빅토르는 파문을 철
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 후로 부활절 날짜를 확정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기들이 연구
되었다. 19년 주기, 84년 주기, 혹은 111년 주기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
나 이들 주기론들은 니케아 종교회의가 현재의 방법을 결정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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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1)

2. 크리스마스

처음 12월 25일자에 크리스마스를 지킨 것은 360년 리베리우스
(Liberius/352-366) 감독 때 로마에서였다. 이 축제와 날짜가 안디옥 교
회에 소개된 것은 380년이었고, 크리소스톰(Chrysostom)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행한 것은 386년 12월 25일이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자유와 평등의 황금시대를 기념하고, 노예와 어
린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휴일이었던 ‘정복되지 않은 태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에 지켜졌던 農神祭(Saturnalia/12월 17일), 인형극제
(Sigillaria/12월 21-22일, 유벤날리아(Juvenalia), 冬至祭(Brumalia)와 같
은 일련의 유사한 이교의 축제들을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켰거나 재생시
킨 것이다.

이러한 이교적인 축제가 기독교화 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를 인정한 후 많은 이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들이 즐겨 지
키던 축제일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으로 지켜지게 된 것이다. 이 후에 
교부들은 아예 동지후 12월 25일에 점차 커지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
고, 영웅적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을 
의의 태양이시오, 세계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일
에 대한 상징적인 전거로 확정지어 버렸다. 4-5세기경에는 크리소스톰
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으로 믿었다.2)

▣ 예수는 언제 태어나셨는가? ▣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A.D.(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와 
B.C.(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도대로라면 예수는 A.D. 1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의 생일을 12월 25일에 기념한다. 과연 그렇다
면 우리 주 예수는 A.D. 1년 12월 25일생이신가? 그렇지 않다.

로마인들은 로마제국건립연도로 시작하는 A.U.C.(Anno Urbis

1). James B. North,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p. 75-76.

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3, Nicene and
Post-Nicene Christianity from Constantine the Great to Gregory the Great(Grand
Rapids: Eerdmans, 1985), pp. 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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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ae)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냈고, 1년을 10달로 하는 달력을 사
용하였다. B.C. 46년에 율리우스가 로마 달력에 2달을 더 삽입케 함으
로써 오늘날과 같은 12달을 갖게 되었다. 이 달력체계를 개선한 사람
이 소시게네스(Sosigenes)이다. 참고로 로마에서는 3월 25일에 새해가 
시작되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이 갖는 오
차, 즉 1000년에 8일 정도 늦어지는 오차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그레고
리력(Gregorian calendar)에 따르면, 로마의 건립연도는 B.C. 753년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달력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대략 1세기
가 지난 뒤부터 셈한 날짜들이다. 이 작업은 A.D. 525년에 디오니시우
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디오니시우스는 
로마 황제들의 제위기간을 셈하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를 
정하였는데, A.D.와 B.C.사이의 0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1년의 
오차를 낳게 하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4년의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오차를 5
년으로 벌려 놓았다. 이 오차가 정확한 것이라면, 예수는 B.C. 5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이 연도가 정확한가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첫째가 헤롯대왕의 사망연도이다. 헤롯은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살아 있었고, 여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 절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때를 B.C. 4년 3월 말이나 4월 초로 계산한다. 유월절에 근접한 시기에 
월식이 있었던 때는 B.C. 4년뿐이고, 그해 3월 12-13일에 월식이 일어
났고, 4월 11일에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했던 연도이다. 천문학자 마크 키저
(Mark Kidger)는 별들레헴에 별이 출현한 시기와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를 B.C. 5년 3-4월경으로 본다. 키저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베들레
헴의 별의 정체는 물론이고, 동방박사들의 정체 및 예수의 탄생시기를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성서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해서 마크 키저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일치해야 한다.
2. 유일하고 특별하며 인상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3. 드문 현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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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5. 동쪽에서 나타나야 한다.
6.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상기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체현상들이 B.C. 7년에서 B.C.

4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있었다.
1. B.C. 7년 5월과 12월 사이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목성(jupiter)

과 토성(saturn)의 삼중합<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에 각각 합이 
이루어짐>.

2. B.C. 6년 2월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화성, 목성, 토성의 결집.
추가: B.C. 6년 2월 20일에 달이 목성을 가린 엄폐가 화성과 토성이 

결집한 위치보다 약간 동쪽에서 이뤄짐.
3. B.C. 5년 그리고/또는 B.C. 4년 봄에 독수리자리/염소자리에서 나

타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관측된 천체 또는 천체들.
마크 키저는 위의 현상들을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유대땅에 메시아가 

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 일련의 현상들로 해석한다. 또 그는 말하
기를 "목성은 왕의 행성이며 동시에 자비로운 행성인 반면, 토성은 사
악함을 상징하는 행성이고, 화성은 전쟁을 상징하는 행성이다. 동방박
사들은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위대한 지도자(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
아)가 태어나서 사악한 지도자(로마의 황제)를 물리치는 것으로 해석했
을 것"이라고 한다. 또 엄폐는 유대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임을 분명하
게 알려주는 현상으로 동방박사들이 이해했을 것으로 설명한다.

키저는 별자리들과 관련해서 사자자리는 왕, 물고기자리는 유대인과 
관련된 별자리이며, 신성이나 초신성은 왕의 탄생과 관련된다고 말한
다. 또 키저는 예수는 B.C. 5년 3-4월경에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바빌론이나 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지방의 점성가들이었으며, 디아
스포라 유대인들과 연관된 자들로 본다.

마크 키저는 전한서와 삼국사기에 실린 글들을 베들레헴의 별의 관
측기로 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전한서--B.C. 5년 3월 10일과 4월 7
일 사이<건평(建平) 2년 2월>에 혜성 하나가 염소자리의 알파별과 베
타별 근처에 나타나서 70일 이상 보였다." 삼국사기--B.C. 4년 3월 31일
<혁거세왕 54년 2월 이유(已酉)일>에 견우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
나가 나타났다." 키저는 이들 두 국가에서 관측된 현상들을 동일한 사
건으로 추정하며 신성의 폭발로 본다.

키저는 처음 동쪽에서 보였던 별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 즉 두 달쯤 지난 시점의 새벽 동틀 무렵에는 거의 정확히 남쪽
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2주마다 별이 한 시간씩 빨리 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새벽에 여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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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별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키저는 B.C. 5년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별은 신성(nova)
이었을 것이며, 중국에서 70일 동안과 한국에서 동시에 관측되었고, 독
수리자리 D0의 별이라고 추정한다. 이 별이 폭발한 때가 바로 B.C. 5
년 3-4월경이기 때문에 이 때 예수께서 출생하신 것으로 본다.

위의 글은 마크 키저(Mark Kidger)가 쓰고, 김상철이 옮긴 {천문학
자의 관점에서 본 베들레헴의 별(The Star of Bethlehem: An
Astronomer's View)}(전파과학사, 2001)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을 밝혀둔다.

4. 성령 대망 기간(1:3-4)

사도들의 ‘성령 대망 기간’은 10일간이었다.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일요일)부터 50일째 날(일요일)을 오순절이라고 한다(레 

23:9-16).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일요일)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보이셨으므로 승천후 성령 강림(일요일)까지는 10일간이다. 이 

기간이 성령 대망 기간이었다.

5. 아버지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1:4-6)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강림을 말한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질 구약의 3대 예언은 ‘메시아의 출현’, ‘성령으로서의 세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사 44:3; 겔 36:25-27; 요엘 2:28-29). 유

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해방자)를 고대하였으나,3)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과 성령 체험이후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이해하

게 되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으로 특징 지워진 마지막 시대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시작된 종말),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의 희망은 주의 

3).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며 아직도 메시아를 고대한다.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Maimonides)에 의해 발표된 신앙의 13가지 원리 중 하
나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하심을 믿으며 “비록 그가 지체할지라도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데이빗 C. 그로스,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
(도서출판 살렘, 1997),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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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의 때로 연기되었다(미래 종말).

6. 성령으로 세례(1:5)

사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약속 받고 있다(요 14:26-27;

15:26; 행 1:4). 성령으로의 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구별해서 이해

해야 한다. 여기서 약속으로서의 성령세례는 성령의 은사가 아

니라, 성령으로의 세례를 의미한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내적이

며, 개인적이며, 우주적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

는 증거적이며, 공적이며, 제한적이며, 봉사(복음 전파를 위한 도

구)를 위한 것이다. 오순절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

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 성령으

로의 세례에 대해서는 본서 제 3부 ‘성령세례에 대한 성서적 고

찰’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7.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1:12)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는 약 900M 정도를 말한다. 출애

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친 캠프는 성전 성막에서 

2,000규빗이 되지 않았다. 이 거리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유래되었다.

8. 저희가 유하는 다락(1:13)

‘저희가 유하는 다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층 방

(upper room)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곳이 제자들

의 숙식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 곳에 120명이 모였고 또 성

령이 강림하였다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120명이 모인 

곳과 성령이 강림한 장소로서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곳은 성전

의 솔로몬 행각이다(눅 24:53; 3:11; 5:12).

9.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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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에서 ‘전혀 에 힘쓰다’(προσκαρτερεύν-

τες)는 꾸준하고 지속적인(continuing steadfastly) 행동을 뜻하는 

‘프로스(προσ/toward)와 칼테레오(καρτερέω/endure, persevere)’

에서 온 말이다. 그러므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꾸준히 지

속적으로 기도(προσευχή)했다는 뜻이 된다.
유대인의 기도 습관은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였다. 특히 오후 3시는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4)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

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말한다(시 55:17; 119:164; 단 6:10; 행 

2:15; 3:1; 10:9).

10. 120명이 모인 장소와 날짜(1:15)

누가는 1장 15절에서 120명이 모인 일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

이 모인 날이 예수의 승천일과 오순절 성령강림일 사이에 있는 

열흘 가운데 어느 한 날인 것은 확실하나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 말 개역성경에는 모인 때를 지적해 주

는 중요한 말이 생략되어 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 무렵에’(Καὶ 
ἐν ταίς ὴμέραις/In those days)라는 말이 있다.5) 따라서 120명

이 모인 날은 적어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과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은 아니다. 120명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맛디아

를 뽑은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승천일)와 50

일째(오순절) 날을 제외한 41일째와 49일째 사이 중의 어느 한 

날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이다

(눅 24:53; 3:11; 5:12).

4). 오늘날에도 하루 세 번 기도하는데 아침, 오후, 저녁에 하며, 각각의 
이름은 샤하리트(shaharit), 민하(minha), 마아리브(ma‘ariv)이다. 유대인을 알
고 싶다 68쪽.

5).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새번역 성경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제2부 본문해설 ․ A. 예루살렘의 증거(1:1-8:3) ․ 57 ․

第2章 聖靈 降臨(30年)

1. 오순절(2:1)
오순절(πεντηκοστής, 141-142쪽 참고) 날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일요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일요일)을 말한다(레 23:1-16). 오

순절을 칠칠절, 추수절(밀 수확), 첫 곡실절기(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령이 강림하신 해의 오순절 날은 주

후 30년 5월 28일로 산출된다.6)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날이 일요일이었다. 예수께서 부활

하신 날도 일요일이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주일’로 정하여, 일요

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졌다(20:7; 고전 16:2; 계 1:10).

2. 중요한 유대인의 성력

성력 민력 태양력 히브리명 날짜 절   기
1월 7월 3-4월 니산(춘분에 

가까움)
14일 유월절(금요일)
15일 무교절(안식일)
21일 유월절 마침(안식일)

3월 9월 5-6월 시완월 6일 오순절, 시내산 율법기념일
7월 1월 9-10월 에다님(디스

리 / 추분에 
가까움)

1,2일 나팔절, 신년
(Rosh Hashanah)

10일 속죄일(Yom Kippur)
15-21일 장막절(Sukkoth)

9월 3월 11-12월 기슬러(동지
에 가까움)

25일 불꽃축제, 성전봉헌절
(Hanukkah)

12월 6월 2-3월 아달 14일 부림절(Purim)

▣ 왜 우리는 主日을 지키는가? ▣

6) 천주교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30년 4월 9일로 본다. 이런 계
산이 옳다면, 오순절은 30년 5월 28일이 될 것이다. 안 문기, 노 양과의 대화
로 풀어 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27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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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
드시고 안식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었
기 때문이다(출 20:8-11). 안식일이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말한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매우 엄격하게 지
킨 것 같다. 탈무드에 비친 안식일 율법 중에는 안식일에 여인이 거울
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 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
이 있어 이를 뽑을 경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안
식일에는 900 미터 이상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공중으로 던져 같은 손
으로 받아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바리새인들의 39가지 안식일 금지법’7)을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가장 
일상적인 일까지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씨뿌
리거나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거나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
하거나 까불지 말 것,’ ‘곡식을 빻거나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거나 굽지 말 것,’ ‘털 깍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매듭을 짖거나 풀지 말 것,’ ‘바늘로 두 번 깁지 
말 것,’ ‘짐승을 잡거나 죽이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지 말 
것,’ ‘집 짓거나 헐지 말 것,’ ‘불을 끄거나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
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등이다. 이렇듯 중요한 안식일을 왜 
기독교는 지키지 않는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천지 창조와 부활
은 흑암에서 생명에로의 전환이라는 점과 새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점
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안식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 형태로서 신약
시대의 주일 예배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교가 그
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완성되었듯이, 안식일 예배는 주일 예배 속에서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요일 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
다. 초대 교회 성도는 이 날을 ‘주 첫날’ 또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라 하여 ‘주일’이라고 불렀다.

둘째, 일요일은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이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
순절은 안식 후 첫 날인 일요일에 떨어진다(레 23:1-26).

셋째, 초대 교회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린 날이 일요일이었다(행 
20:7; 고전 16:2; 계 1:10).

넷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 사상이며, 사탄의 사망 권세를 

7). 참고로 유대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 613가지나 된다. 유대인
을 알고 싶다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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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
다.

다섯째,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의식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성도가 모여 예배한 시간은 
주일 새벽이나 밤이 였으며, 새벽이나 밤에 예배한 이유는 당시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 중에는 상당수가 노예
나 하류 계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8)에 의하면, 주일날 성도가 모여 성
만찬과 감사를 드렸다고 적고 있고, 이그나티우스(97년)나 바나바 서신
에(70-79년) 의하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
다. 이밖에도 순교자 저스틴이나 거의 모든 교부들이 주일 예배를 증
거하고 있다.9) 특히 저스틴은 유대인 트리포(Trypho)와의 논쟁에서 
“제 8일째 날에 어린이들을 할례 하도록 지시한 계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첫날에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과
오와 악행으로부터 할례를 받는 참 할례의 유형이었다. 왜냐하면, 주 
첫날은, 그것이 비록 주기적인 날짜에 따라 모든 날들의 첫 번째이지
만, 제 8일째라고 불린다.” 라고 하였다.10) 저스틴은 이 글에서 주일을 
제 8일째 날로 정의하면서 참 할례의 예표라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 
예배가 더 이상 제 칠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제 팔 주일 예배임을 강
조하는 것이다. 고대 시비린 신탁(Sibylline Oracle 1:324)이 예수의 비
밀 수를 8로 표기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신 주일에 드려지는 기독교 예
배와 관련해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더하기 표
식인 것과 관련해서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1이 더 많은 숫자이며, 예
수야말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
다.

주일이 법적 휴일이 되고, 예배당이 생긴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부
터 였다. 그 전까지는 주로 예배가 가정교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전
해진다. 부유한 기독교인이 자기 집 넓은 방을 제공하기도 하고, 집을 
사서 개조하여 쓰기도 하였다. 성서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기 저기 

8). 열두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분도출판사, 1993).
9). Everett Ferguson, Early Christian Speak(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pp. 67-79; 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6).

10). Dialogue with Trypho, 41:4.



․ 60 ․ 사도행전 연구

증거하고 있다(롬 16:4; 고전 16:19).

3. 한 곳에(2:1)

‘한 곳에’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일 것이다(눅 24: 52-53; 행 2:46; 3:1; 3:11; 5:12; 5:42).

▣ 敎會의 始作과 場所, 그리고 그 重要性 ▣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

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공생애와 관련하여 교회 설
립시기를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생
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예수의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누가복음의 역사적 진술과 요한복음이 암시하는 예수의 
공생애 삼년 반을 고려하여 주후 30년 오순절날 아침 9시경에 예루살
렘에서 있었던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정설로 되어 있
다.

주후 30년이 정확한 연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서와 역사적 증언들
을 고려해 볼 때, 이 보다 정확한 연대 주장은 없다. 장소 문제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이 확실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때 모인 사람의 수를 120명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령강림의 장소
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임의 장소를 성
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생각한다.11) 후자의 견해가 정확한 
성서적 이해에 근거한 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회가 시작된 장소라든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없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교회시대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한 메시아

11). J. W. McGarvey,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stles(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Foundation, n.d.), pp. 19-23;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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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나라 잃은 민족에게는 둘도 없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 시대
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에 의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메시아의 출현과 성령강림으로 성취될 
것이 예언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출현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삼대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사건
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
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초대교
회 성도들은 믿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범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출범하게 됨을 의미하였으며, 종
말적 시대의 출범이 되었다. 성령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 아니라, 거듭남과 거룩함과 새롭게 하심
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빠진 교회가 없고, 성
령의 사역이 없는 구원이 없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을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다.

구약의 약속이 처음 성취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에게 임했다. 예루살렘은 하나
님을 믿는 순례자들의 고향이다.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
로서 입성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며, 만 왕의 왕, 심판주의 주로서 강림
하실 곳도 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성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성에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루살렘과 교회
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성령의 강림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
자들의 숙식장소였다. 물론 가정에 모여 예배나 기도 모임을 가진 것
이 사실이지만(행 5:42, 12:12), 또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점도 사실이지만(롬 16:5; 골 4:15; 몬2; 고전 16:19), 정작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성전 안에서 였다(눅 24:53; 행 2:46; 3:11; 5:12). 이 주장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해 보면 곧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초대교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이상 일곱 번까지 기
도하였다. 이 시간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다(시 
55:17; 119:164; 단 6:10; 행 2:15; 3:1; 10:9). 성령이 강림한 시간은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행 2:15). 그 장소는 명절이 되어 수많은 사람
이 운집한 성전 안이었다. 이러한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교회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 성서
가 말하는 기적은 곧 증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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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교회와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 교회와 성전의 관계는 예배를 드리
는 장소라는 관점에서 대조시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오순
절 날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50일 째
가 되는 일요일에 떨어진다. 이 날에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창립되었
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천지 창조와 부활
은 흑암에서 생명에로의 전환이라는 점과 새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점
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안식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 형태로서 신약
시대의 주일 예배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완성되었듯이, 안식일 예배는 주일 예배 속에서 완성되었다. 우
리는 이 날에 모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제한다.

4.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2:2-4)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1:4)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구약의 3대 예언 가운데 하나였

다(사 44:3; 겔 36:25-27; 요엘 2:28- 29). 이 약속을 사도들은 받

고 있다(요 14:26-27; 15:26; 행 1:4). 이 약속은 성령의 은사와 구

별되어야 한다. 구약시대와 예수 때에도 신유, 예언, 방언과 같

은 성령의 은사가 이미 존재했었고, 제자들도 이와 같은 체험들

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내적이며, 개인적이며, 우주적이며, 구원과 

성화를 위한 것이며, 항구적이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

에 성령의 내주 동거의 역사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증거적이며, 공적이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며, 공익을 

위한 봉사(복음 전파를 도구)를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이러

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었고 전혀 새로운 것이 못된다. 구약시대

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첫째, 외적인 은사와 도구의 역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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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둘째, 특정인에게만 은사가 주어졌다. 셋째, 내적인 구원

과 성화의 역사는 없었다. 넷째,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적이 없었다. 다섯째, 은사는 언제나 임시적이었다. 여섯

째, 은사와 함께 표적이 따랐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다. 일

곱째, 은사는 신자가 아닌 자에게도 주어졌다(삼상 10:10;
16:13-14; 19:20-23; 민 11: 25; 24:2). 따라서 약속으로서의 성령세

례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다.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능력

으로 종말을 선취하는 시대로,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로, 종말론

적인 메시아 시대로 만든다. 따라서 성령으로의 세례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오순절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으로의 세례가 주어짐으로서 이 시대가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

(은혜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은총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

작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특별한 것은 오순절날에 이들이 특

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

령으로의 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크게 구별 없이 초대 교회의 시

작과 발전이라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마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

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바울서신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

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

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의 사건 보도와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주적인 만인 구원

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시작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내리신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창립(30년)하고 성경을 쓰도록 하

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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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은사는 전달자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을 입증하는 증거적인 역사이다. 교회와 성서는 사도들의 놀라

운 능력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5. 방언 청취자들(2:5-13)
사도들의 방언 말함은 즉각적으로 많은 무리에게 주시가 되었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방언을 청

취한 사람들은 오순절 축제에 참석키 위해서 16개국 이상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이었다. 이들

이 사용한 언어는 적어도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아람어, 헬라어,

데모틱어(이집트어) 라틴어, 아라비아어 등일 것이다. 이들은 모

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놀랐다. 이 사건

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3,000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6. 베드로의 설교(2:14-36)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격이다. 그러나 모든 사도들은 동등하

다. 베드로는 교회의 문을 여는 복음의 열쇠(들)를 받았다(마 

16:16-19).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첫 교회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

였다. 그는 복음의 열쇠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도이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설교했을 것이다. 성전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어떻게 하루에 삼천 명이 주께 돌아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

가? 첫째, 말씀을 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배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사

도들이 행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에 의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가 오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첫째, 구약 예언의 성취, 둘째,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설명,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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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 넷째, 회개의 촉

구였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 내용은 전혀 없다.

7. 말세(2:16-21)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구약 예언의 하나가 ‘성령으로서의 

세례’였다(사 44:3; 겔 36:25-27; 요엘 2:28-29).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특징 지워진 마지막 시대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2:21; 16:31; 롬 10:13).

▣ 末世의 聖書的인 意味 ▣
종말은 세상의 끝을 뜻한다. 성서의 역사관은 인간역사의 시작과 끝

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이 반드시 말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
서가 말하는 종말은 절망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이다. 종말을 향한 시간
에 매달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맞이한다.
기독교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찾아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범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종말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영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종말이
다. 영적인 종말을 현재종말, 육적인 종말을 미래종말이라고 부른다.
현재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구원에 의해서 시작됨을 뜻하고, 미
래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뜻
한다. 아무튼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란 의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출범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몸의 부활과 우주의 회복을 통해
서 완성될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중심으로 활약한 예언자들의 삼대 예언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로
서 메시아의 출현, 성령세례(선물로서의 성령),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
하였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은 시기적으로 유대왕국이 강대국 이집트
나 바벨론에 의해서 속박되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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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언은 이루어져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의 시대는 도래했으며, 교회
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처음 하신 설교
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느니라”(마 4:17)였다. 그리고 계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
고 부활하시어 영광을 받으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출범은 종말의 
시대를 지구상에 끌어들이게 되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마지막 시대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를 두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마
지막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현재종말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는 은혜시대, 교회시대, 혹은 메시아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
대를 종말의 영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개개인의 현재종말은 침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침례는 예
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
듭나는 새 생명의 표지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로의 
편입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맺어진 새 계약에로의 유입을 뜻한
다. 따라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한 자는 
사죄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
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탈출과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성에로 회복된다.12)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
의 선물이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
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며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유할 자로 보증하신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인의 
종말은 침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침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은 영혼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불과하며, 인간의 죄된 본성은 육체와 함께 그대로 살
아남게 된다. 사실 영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성화를 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침례 안에서 칭의 하심을 통하여 ‘이
미’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성령께서 ‘아직’ 이
루지 못한 성화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바꾸어 말하면, 영혼구원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종말을 희망한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함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
에 미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축복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현세의 삶 속에 끌어내어 미리 경험하고 맛본다는 뜻이다. 이를 선취

12). World Council of Churche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WCC, Geneva, 1982), 3항; 조동호, 우리가 이 보배
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 1994),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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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불트만이 주장하는 역사와 종말론도 실존적이며 현재적이다. 그는 

성서가 약속하는 미래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개인 실존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사건으로 언제나 다시금 일어
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트만은 묵시 문학적인 미래종말을 비
신화화 함으로서 종말의 희망을 제거하고 있다. 이는 기복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말세론적 신앙에 빠지기 쉬운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개인의 실존과 관련시켜 자기실현을 위한 부
단한 노력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또 미래종말적 인간의 기대를 
실존적 삶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화시켰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 할 수 있으나, 미래 종말론의 
실존론적 비신화화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듣고 
해석한 기독교의 신앙고백적인 많은 요소들을 미신화하여 제거시킴으
로서 기독교를 공중누각으로 만들고 만다. 불트만의 비신화화가 신화
적 진술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
래종말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없이는 실존론적 현재적 의미란 철학적 
인식이상의 신앙적인 큰 힘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가능성의 존재
로서의 인간의 결단은 그 윤리성을 상실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의 종
말론은 종말론적 지금 또는 종말론적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내
면적인 실존적 결단에 불과하며, 또 종말론적 미래란 인간존재의 가능
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종말론은 미래에 실현될 역사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존재의 목표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고, 종말론
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도 간과되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침례의 미래
성 역시도 비신화화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13)

여기에 반해서 몰트만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
와 타당성을 상실한 미래종말이나 불트만의 현재적 종말론을 비판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
다림을 신학의 주제로 삼는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개인의 실존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 관련된 우주적 사건이며, 침
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
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미래가 앞당겨져 시작되고 있음을 뜻
한다. 그러나 이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약속으로서 세계사의 목표로서 남아 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해
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갖게된 성도들은 구

13). 김균진, 헤겔철학과 현대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9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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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자연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현
실이 어둡고 암담하지만, 이 세계 속에서 완성될 그 날을 희망한다. 이 
희망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즉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에 동참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역군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하여 그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
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백성이다.14)

범 우주적인 미래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이 때에 모
든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
고 자연 만물은 회복이 되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낙원이 된다.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 없고, 고통이나 수고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지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성서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 미래종말은 모든 믿는 이들의 희
망이요, 현세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8.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2:22)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특별

한 방법의 역사와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방법의 역사가 있다. 하

나님의 특별한 역사란 통치, 기적,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

반적인 역사는 조절, 섭리, 영감을 말한다. 통치, 기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서, 천

지창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성육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

건을 말하며,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어떤 일의 발생을 두고 하

는 말이다. 그러나 조절, 섭리, 영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

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서, 의사나 약의 도움에 의

한 치유, 친구나 모르는 사람을 통한 기도의 응답과 같은 자연

의 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 하

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14). 헤겔철학과 현대신학 213-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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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말한다. 성서가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

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과 반드시 기적의 목

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큰 권능’(power/δυνάμεσι)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둘째, ‘기사’(wonders/τέρασι)는 표적과 

함께 쓰이고 언제나 복수형이다. 기적의 결과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셋째, 표적(signs/σημείοι

ς)은 확증, 입증을 의미한다. 기적의 목적이다. 기적은 표적을 보

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기적은 메신저가 전한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확증하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증거적인 

것이다. 전하는 메신저와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

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위한 것이었고, 엘리야의 기

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다(왕상 17:24). 둘

째, 예수의 능력 행하심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2:22). 셋째,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 창립과 신약성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며, 기적 즉 하나

님의 능력 행함은 이 계시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입증, 확증 또

는 증거 하는 표적이다.

9.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2:23)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예정

(絶對豫定)이 아니라, 예지예정(豫知豫定)임을 성서가 입증한다

(롬 8:29; 벧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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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豫定에 關한 聖書의 가르침 ▣
예정은 개인이나 단체를 미리 정하여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지에 해당한다. 목적의지란 하
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말한다. 예정에는 사역을 위
한 예정과 구원을 위한 예정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사역을 위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목적을 달성키 위
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도구로서 또는 일군으로서 선택하시는 것을 말
하고, 구원을 위한 예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개개인의 선택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사역을 위한 선택은 무조건
적인 반면에, 구원을 위한 예정은 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
다.

사역을 위한 예정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구원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의 피택은 하나님의 모든 선택의 중심 또는 
최우선되는 행위이다. 예수의 피택은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구세주이신 예수의 순종과 
인간들의 불순종을 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취
하시기로 예정하셨다(행 2:213; 벧전 1:20).

사역을 위한 예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택은 구원 드라마의 전
주곡 또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예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최고의 영예이며, 하나님의 예비 계획의 첫 요소였다(신 7:6;
14:2; 대상 16:13; 행 13:17).

이스라엘의 선택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선택이며,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즉 그 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속에서 이스라엘
의 목적은 달성되었다(행 13: 32-33).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서 선택되었으며(출 19:5-6), 전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한 도구였
다. 그러나 그들은 맡은바 사역에 충실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종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친 하나
님의 은혜도 도구로서 였지, 구원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
스라엘 국가 형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역자로서 선택되었다. 아
브라함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다(롬 4:12-25).

예수의 열두 제자의 선택도 교회 설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마귀였다(요 6:70).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예정은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
은 사울은 말년에 귀신에 사로잡혀 불행한 최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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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선택은 구원 드라마의 연속이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전체적
이며, 도구로서 선택된 것처럼, 교회도 전체적이며, 도구로서 선택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역공동체이다(벧전 2:9).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는 평행을 이루며, 교회를 영
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 선택에 있어서도 그 분의 특
별한 은총이 개개인에게 미친 사례가 많으며,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
교를 위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다.

구원을 위한 선택에 있어서 칼뱅주의는 인간의 완전 타락 또는 완전 
무능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이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신다고 믿는다. 따라서 구원을 받
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믿음을 갖게 되
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버림
을 받기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과적으로 타락
을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
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을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개개
인의 믿음과 불신앙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한다(롬 8:29; 벧전 1:1-2;
행 2:23). 또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것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막 16:16; 요 3:16; 행 16:31; 롬 10:9-10,13; 엡 1:4-5).

믿는 자들은 구원 자체에로 예정됐지, 구원의 수단에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죄인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지
가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언제 어떻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그 결과
를 아시는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에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
과 저주의 선택은 인간에게 있으며, 그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
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을 예정하셨으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 못에서 당할 영원한 고통
을 예정하셨다.15)

10. 음부(2:27,31)

‘음부’(ᾅδης)는 죽음의 세계 혹은 중간상태를 말한다. 구약성

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음부(Sheol)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언제

나 일원론적인 입장에서 낙원(παραδεισος)과 탈타로스(ταρταρος/

15). 조동호, 로마서와 구원(서진출판사, 1994), 106-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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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후 2:4; 유 1:6)의 구분 없이 무덤과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였

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인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반영하

여 낙원과 탈타로스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

에서는 낙원과 탈타로스의 구분 없이 죽음의 세계 혹은 중간상

태를 음부로 부르기도 하고, 탈타로스만을 음부로 부르기도 한

다.

▣ 天國과 地獄에 關한 聖書의 가르침 ▣
천국과 지옥은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영원한 세

계를 말한다. 물론 천국이란 개념은 미래의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만(사 65:17; 66:22; 벧후 3:10-13; 계 21:1-4)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
수와 함께 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신 마음도 천국이요,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요, 예수가 다스릴 그 나
라가 천국이다. 이들은 모두 지상천국과 관련이 있다. 영혼의 세계인 
낙원도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두고 말하는 약속의 나
라이다.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왕국’이란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야훼 대신에 ‘하
늘’이란 말로 읽게 된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정확한 이
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늘에 있
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란 말의 개념은 불교에서 전래한 말로서 땅속의 감옥이란 뜻
이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미래의 불신자들의 세계는 부활한 불신자
들과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
는 자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살
게 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말한다(계 19:20; 20:14-15; 21:8; 마 
3:11; 18:8). 따라서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령에, 가정에, 혹은 인간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신천신지와 유황 불 못은 육체를 입고 가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구
원을 받은 성도나 불신자들이 부활 또는 신령한 몸으로 변한 후에 가
는 곳이기 때문이다(고전 15:51-55; 살전 4:13-17; 요 5:28-29; 행 24:15).
이들 두 세계가 전개되기까지의 영혼들의 세계가 곧 성서가 말하는 음
부의 세계이다. 이 음부의 세계를 중간 상태라 한다. 중간 상태는 대기
소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의 삶도 역시 신천신지와 유황 불 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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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낙원의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행복된 
삶이요, 탈타로스의 삶은 고통과 슬픔의 삶이다(눅 16:19-31).

성서가 말하는 음부의 세계는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중간상태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세계 즉 그 곳이 낙
원이든지, 탈타로스이든지 상관없이 음부라 부른다. 음부란 죽어서 가
는 곳 즉 무덤을 말한다(행 2:27).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을 
낙원이라 부르고(눅 23:43; 고후 12:4),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탈타로스
라 부른다(벧후 2:4). 예수의 재림 시까지는 모든 영혼들이 이 음부의 
세계인 낙원이든지, 탈타로스에서 심판의 날까지 대기할 것이다.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연옥이란 곳을 가르치고 있다. 연옥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외경 마카비후서 12장 39-45절에 나
오는 내용으로서 영혼을 정화하는 곳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천주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연옥은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가기 전에 들어가서 죄를 정화시키는 
곳을 말한다. 천주교회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도 그 죗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연옥이다. 물론 예수나 사도들, 성녀 마리아 또는 순
교자들은 연옥을 거쳐갈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형벌을 
받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한다. 짧고 힘들게 받을 수도 있고, 가볍
고 길게 받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16)

이들은 연옥이외에도 백치나 유아들이 죽어서 가는 유아림보와 구약
의 성도들이 가는 조상림보가 있다고 한다. 이들 림보는 천국도 지옥
도 갈 수 없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림보는 연옥과 같이 통
일된 가르침 없이 학자에 따라서 그 주장도 다르다. 개신교에서는 연
옥이나 림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신교의 이신칭의 교리에 크
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
는다는 인식 자체가 존재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수학의 확률로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할 손해는 50%
이지만 믿는 사람이 당할 손해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한 그 분이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16).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s.v. "purg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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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침례와 구원(2:38)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침례 하는 방법, 피침례자

의 자격, 그리고 침례의 목적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첫째, 침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

령의 이름으로”(마 28:19) 베풀 것을 명령하셨다. 초대 교회 당시

에는 무릎을 꿇고 물에 앉으면 물을 붓든지, 침례 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으로 세 번씩 몸을 굽혀 물에 담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번, 아들의 이름으로 한번,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도

합 세 번 침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모든 침례

를 예수의 이름으로만 베푼 것으로 나타나 있다(2:38; 8:16;
10:48; 19:5; 22:16).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를 예수의 이름

으로만 베풀기도 한다. 요한의 침례가 예수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베풀어진 침례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강조함으로서 

이 침례가 그리스도인의 침례임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의 명령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더욱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침례방식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약식의 형태로 세례를 베

풀고 있다. 그러나 어원의 뜻으로 보나, 초대 교회의 사례로 보

나 침례는 침수세례였음을 알 수 있다. 북 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안 감독은 주후 250년경에 침수로 하지 않은 세례를 약식

이라고 하였고, 약식세례를 받은 사람이 합법적인 그리스도인으

로 간주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배제하지 못하였다.17) 로마의 히

폴리투스가 쓴 사도의 전승18)에 나타난 침례의식을 보더라도,

피침례자가 벌거벗고 세 번씩 물 속에 몸을 담갔고, 주후 90년

경에 기록된 디다케19)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

서 침례를 하라고 권하였다. 디다케는 침수할 물이 없을 경우

17). Cyprian, Epistle 75[69]:12; Everett Ferguson, p. 46.
18). 히뽈리뚜스, 사도전승(분도출판사, 1992).
19). 열두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분도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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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세 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침례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붓도록 권하였다.
둘째, 피침례자의 자격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믿

는 자가 침례를 받도록 권하였다(2:38). 그러나 상당수의 교단에

서는 철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유아세례가 시작

된 주후 200년경 이전까지는 성서나 초대 교회가 유아에게 세례

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다. 물론 주후 200년 이후의 교부들 가

운데 오리겐이나 키프리안 같은 감독은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례는 피침례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임을 제시하고 있다

(2:37-38; 8:6-12, 35-38; 9:4-18; 10:33-48; 16:13-15, 32-33; 18:8;
19:1-5).

마지막으로 침례의 목적에 대해서, 성서는 죄 사함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마 3:11; 행 2:38; 22:16). 또한 성서는 침례의 

목적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막 16:16;

갈 3:27; 롬 6:1이하; 골 2:12; 벧전 3:21). 물론 침례 자체가 죄사

함을 주는 것도, 침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침례 가운데서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구원을 받는 시

간임을 말하는 것이다. 침례는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

다(2:38). 이래네우스나 사도의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

을 초대 교회가 믿고 가르쳤다고 증언하고 있다.20)

12. 죄 사함을 얻으라(2:38)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βαπτισθήτω . . . εἰς ἄφεσιν 

τών ἁμαρτιών ὺμών) 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for) 침례를 받으

라’로 번역된다. εἰς가 대격과 함께 쓰여질 때에는 이와 같이 

‘ 을 위해서’ 라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1974년 2월자 Restora-
tion Herald에 의하면, 무려 41개의 영어 성경이 εἰς를 ‘for'로 번

20). Everett Ferguson, pp.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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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고 있으며, 14개의 성서가 'unto'로 27개의 다른 성서가 'in

order that,' 'to have your sins forgiven'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다.21)

13. 제자의 수가 삼천 이나 더하더라(2:41)
‘제자의 수가 삼천 이나 더하더라’(ψυχαἱ ὼσει τρισχίλιαι)에서 

삼 천에 ‘혼’(ψυχαἱ/souls)이 빠져 있다. 음부와 마찬가지로, 구

약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혼’ (nepheshi)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에는 언제나 일원론적인 입장에서 영혼과 육체의 구분 없이 생

명체(생물), 사람, 생명, 호흡, 숨, 영혼 등을 의미하였다(창 1:20,

21, 24, 30; 2:7, 19; 9: 4,5; 36:6).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인

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반영하여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구분 없이 ‘사람’

을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2:41), ‘영혼’을 ‘혼’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에 혼과 영은 서로 같은 뜻이다(창 35:18; 왕상 

17:21; 시 31:5; 눅 23:46; 행 15:26; 히 12:23; 계 6:9; 20:4).

14.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만찬, 기도(2:42)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낮 시간대에 주로 

성전 영내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의 예배를 드렸고(5:12),
저녁 시간대에 주로 집에서 성만찬(애찬) 예배를 드렸던 것 같다

(2:46; 20:7).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식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회당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강림

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십 이년이 넘도록 유대인들만의 

교회로 성장했으며,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회당예배에 익숙

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르게 한 것 한 가지가 있

21). Restoration Herald(Cincinnati: Restoration Movement Association,
1974년 2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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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 의식과 흡사한 형태의 성만

찬 의식을 회당 예배에 첨가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회당예배는 신앙고백과 기도와 율법과 예언서의 

낭독과 설교 그리고 축복으로 끝을 맺었다. 유대인들은 신앙고

백의 일종인 쉐마(Shema)를 암송하였고, 축복기도인 쉐모네 에

스레(Shemoneh Esreh)와 베라코트(Berakoth)를 가장 중요한 기

도로 암송하였다.22)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례 요소들이 아주 자

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는 성서적인 증거들이 있다.

시편이나 베라코트가 인용되고 있고, 신약성서에 자주 쓰이는 

‘아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다’ 등이 유대교적인 예

배 용어들이다. 특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영적인 

조명을 간구하는 기도, 애찬 시에 떡 위에 대한 축사 기도, 창조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 중보기도, 신앙 고백 기도,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 송영”23) 등에서 쉐모네 에스레의 흔적을 찾을 수 있

다.

주후 112년경 로마의 관리였던 플리니(Pliny the Younger)가 

트라쟌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터키 북부지역의 그리스

도의 교회는 정한 날(주일) 새벽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서약(십

계명) 하였으며, 성만찬에 참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24)

주후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은 유럽 지역의 교회가 주일날 모

여 사도들의 회상록이나 저술들을 낭독하였고, 회장(장로회의 회

장 또는 당회장)의 설교가 있은 후 모두 서서 기도하였으며, 성

만찬에 참여한 후 회장의 기도와 감사로 예배를 끝냈다고 전한

다. 저스틴은 또한 예배에 불참한 자들을 위해서 집사들이 성만

찬을 그들 가정에 운반하여 그들도 참여토록 하였다고 전한다.

22). Gareth L. Reese, pp. 494-496; Burkhard Neunheuser, 문화사에 따
른 전례의 역사 김인영 옮김(분도 출판사, 1992), p. 28.

23).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생명의 말씀사, 1988), p. 60.
24). Everett Ferguson,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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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론 당회장의 축사를 받은 떡과 잔이었다.

3세기 초엽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안도 칼타고 지역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위정자들과 세상의 질서와 평화로운 

환경과 종말의 늦어짐에 대해서 기도하였으며, 성경 봉독후 훈

계와 권면이 뒤따랐으며, 이 때 질책과 비평 또는 종교재판도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또 예배를 장로(사제)들이 인도

하였다는 것과 헌금은 자원제로 드렸으며, 훈계와 권면 후에는 

다시 찬송을 불렀고, 회장의 집전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25)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

으며(2:42; 20:7),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매 주일 성만

찬을 행하였다. 이는 곧 예배가 주님의 생애, 죽음, 장사,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 사업을 기리고 감사하는 의식임을 말해 주는 것

이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요 4:24), 하나님

이 지시하신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그가 기뻐 받으시는 거룩

한 산 제사인 것이다(롬 12:1; 히 11:4).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

신 보혈을 기념하는 예배가 성숙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회당예배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가 다른 

점이다.26)

▣ 聖晩餐 禮拜 ▣

1. 초대교회

주후 30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 구성원
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점차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영향권에 놓이

25). Everett Ferguson, pp. 81-117.
26).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동호, 성만찬 예배(은혜출판사, 1995)

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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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의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
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과 각 가정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회당
예배와 성전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회당의 말
씀 중심의 예배와 성전의 제사중심의 예배는 나중에 히브리파 유대인
들이 회당에서 추방당한 후 독자적으로 예배 예전을 뿌리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회당 예배에서 말씀의 예전이 뿌리를 내리고, 성전 
예배와 최후의 만찬에서 다락방 예전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
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초대교인들이 주로 예
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
에 모여 성만찬을 행하였다(행 2:46; 3:11; 5:12, 42; 20:7; 눅 24:53). 물
론 이 때의 성만찬은 아직 공동식사와 성만찬 예배가 분리되기 이전의 
애찬 형태의 것이었을 것이다(행 20:6-12; 고전 11:17-22).

애찬과 성만찬이 최초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7-22절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고린도교회는 “아마도 식사를 먼저하
고, 다음에 주의 만찬을 갖는 순서로”27)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교인들은 공동식사의 연회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진지한 태도로 성만찬에 임할 수 없으리 만큼 술에 취했던 것 같다.
여기서 바울이 주의 만찬과 애찬을 구별하여 배고프면 집에서 식사하
도록 충고한 때로부터 주의 만찬과 공동식사가 분리되기 시작했을 것
이다.28)

초대교회가 사용한 구체적인 예식서는 성서에 남아 있지 않다. 성서
에는 예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과 몇 개의 성만찬 설교가 전하여 지
고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만 전하고 있다. 여기서도 말씀과 성만찬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서가 초대교회의 예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예측
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예루살렘교회는 처
음부터 회당예배와 성전예배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들의 예배가 이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
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으로써 디다
케의 기도문29)을 들 수 있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이 유대인의 베라코
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초대교회 예배가 유대교 예배의 영향을 

27). Robert E. Webber, p. 63.
28). Robert E. Webber, p. 63.
29). {열두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분도출판사, 1993); J. B. Lightfoot, pp.

126-127; Everett Ferguson, pp. 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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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적어도 성서봉독,
집례자의 설교, 기도, 찬송시,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 봉헌, 성만찬 설
교, 성만찬 기도, 주의 기도, 성만찬에의 초대, 분병례, 그리고 축도 순
서로 이어지는 예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 2세기 초

주후 107년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8장에서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주교만이 성만찬을 집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디다케 9장은 침례 받지 아니한 자는 성만찬을 먹거
나 마시지 말 것과 먼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있어서 이 시대에 이미 성만찬 예전에 대한 질서가 
확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0) 또 이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7-22
절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신자들이 예배 때에 각자의 예물로 떡과 포
도주를 갖고 참석했으며 성직자의 축성을 위해서 한 곳에 모아 두기도 
하였다.31)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 지방장관이었던 플리니
(Pliny the Younger)가 트라잔 황제에게 보낸 편지는 보다 많은 예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서신은 비두니아 지역의 교회가 정한 날 
새벽 미명에 모였다는 것과 예배 중에 연도형식(alternate verses)의 찬
양과 십계명과 유사한 엄숙한 맹세를 했으며,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없는 음식에 참여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다.32)

3. 저스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예배의 원형은 순교자 저스틴의 글 속에서 볼 
수 있다. 저스틴은 사마리아에서 출생하여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의 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주후 168년경에 순교하였
다. 그는 150년경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Emperor Antonius Pius)
에게 변증서(The First Apology)를 기록하여 그 당시 이교도들 사이
에 퍼져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해명하려 하였다.

30). {열두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분도출판사, 1993); Henry Bettenson,
trans. and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the
Fathers from St. Clement of Rome to St. Athanasiu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49-50; 네메세기, pp. 88-89; Brukhard Neunheuser, p. 32; J.
B. Lightfoot, pp. 126-129; Everett Ferguson, pp. 93-105.

31). Massey H. Shepherd, Jr., 교회의 예배: 예전학 정철범 옮김(대한기
독교서회, 1991), p. 80.

32). Everett Ferguson,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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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에 의하면,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은 주일날에 모여서 성서를 
봉독하고 집례자(the president of the brethren)로부터 설교를 들었으
며, 일어서서 다함께 기도하였다. 또 집례자의 설교 후에 떡과 물로 희
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의 기도와 분병례와 헌금과 구제가 있었다.
또한 집례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올렸다.

다음은 저스틴이 쓴 변증서(The First Apology) 65-67장의 내용이
다.　

그러므로 감화를 받고 전적으로 우리들의 가르침에 동의한 사람에게 
우리가 침례를 베푼 후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
가서 그들 자신들과 침례를 받고 조명함을 받은 자와 또 다른 곳에 있
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공동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진리를 
터득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옳은 행실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
의 본을 보이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낸 후에는 서로가 입맞춤으로 인사
를 합니다. 다음에 형제들의 집례자에게 떡과 물과 포도주가 희석된 
잔이 주어집니다.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물
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로 인정된 선물들을 위하여 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
다. 그가 기도와 감사를 끝내면 참석한 회중은 소리를 합하여 “아멘”
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이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례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회중이 화답한 후에 우리
가 부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가 바쳐진 떡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참석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져갑
니다(65장).

그리고 이 양식은 우리 사이에서 성만찬(Eucharist)이라 불리고 있습
니다.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로 가르친 것들을 믿
고, 죄사함과 중생을 위한 씻음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의 떡과 보통의 음료
로 먹고 마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과 피를 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말로 감사가 드려진 양식은 육체가 되신 그 
예수의 살과 피임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이란 그리스
도로부터 오고, 우리의 피와 살이 육체의 진행을 따라 양육이 되는 것
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이라 불리는 그들의 회상록 가
운데에서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말씀하셨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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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후 말씀하
셨다. ‘이것은 나의 피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들에게만 주셨
다”(66장).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는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
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사도들의 회상록들이나 선지
자들의 글들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읽습니다. 읽는 사람이 낭독을 
마치면 집전자는 설교를 통해서 훈계를 하며, 이들 선행들을 본받도록 
권면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
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떡과 포도주와 물
을 가져오고, 집전자는 같은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성찬의 
분배와 나눔은 축성된 봉헌물을 각자에게 줌으로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제들을 통하여 보내줍니다. 재물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의향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고, 모아진 것을 집례
자에게 갖다 줍니다. 집례자는 이 헌물을 고아와 과부와 병이나 다른 
이유들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
나 나그네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한마디로 집전자는 모든 궁핍한 사
람들의 보호자가 됩니다.(67장)33)　

저스틴의 글을 통해서 2세기 중엽의 주일 예배 순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말씀의 예전◈
성서봉독--사도들의 회고록 즉 복음서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다.
설교--집례자는 봉독한 성서 본문을 토대로 교훈과 권면을 한다.
기도--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옳은 행실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 회중이 일어서서 기도
한다.
◈성만찬 예전◈
인사--평화의 입맞춤
봉헌--떡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를 부제가 집례자에게 준다.
성찬기도--집례자가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사를 포함한 성별의 기

도를 올린다.
응답--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분병례--부제는 신자들에게 분배하고 참석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다.
성만찬에의 참여--진리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33). Everett Ferguson, pp. 81-117; 네메세기,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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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헌금--자원해서 바친 헌금으로 구제를 행한다.

4. 터툴리안

터툴리안(Tertullian)은 성례(sacramentum)란 말을 처음 사용한 북아
프리카의 교부로서 저스틴과 마찬가지로 변증서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
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3세기 
초 북아프리카의 성도들은 기도(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황제들과 그들의 신하
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상의 질서와 평화와 종말의 지연을 위해서
도 기도하였다. 예배는 장로(목사)들에 의해서 인도되었으며, 예배 중에
는 성서를 봉독 했으며, 봉독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권면과 책망과 훈
육적인 설교를 하였다. 설교자의 비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엄한 권위로 이루어 졌으며, 범죄한 자들은 예배와 모임과 거룩한 친
교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리고 헌금은 자원자에 한하여 드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34)

터툴리안은 예배 중에 있었던 성만찬 예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
명하고 있지 않다. 앞에 언급된 ‘거룩한 친교’가 예배 중에 있었던 성
만찬을 암시하는 것 같기는 하나, 성도의 모임을 설명하는 다른 글에
서도 성만찬 예전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애찬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종결 짓고 있다.35)

한편, 터툴리안은 마르시온을 대항하는 글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
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즉 ‘내 몸의 상징(figure)이다’라고 말
씀하심으로서 쪼개진 떡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36) 라고 적고 
있고, 그의 논문 “기도에 관해서”(On Prayer) 19장에서는 금식 중에 있
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만찬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7)

34). Tertullian, Apology, 39.1-5;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tans. and eds., The Ante-Nicene Fathers: Translations of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A.D. 325, Vol. of Latin Christianity: Its Founder,
Tertullian(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pp.
46-47.

35). Tertullian, Apology, 7.3;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pp. 23-24; Everett Ferguson, p. 85.

36). Tertullian, Against Marcion, .40; Everett Ferguson, p. 108.
37). Henry Bettenson, pp. 148-149; Andrew Paris,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Lord's Supper(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6),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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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폴리투스

최초의 성문화된 성만찬 예식문은 3세기 초(215년경)에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의 전승3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히폴리투
스는 원래 동방 출신으로써 로마에서 주교가 된 사람이다. 사도의 전
승은 본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나 유실되어 없고 라틴어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
만찬 기도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유대교의 영향권에서는 유대교의 
기도문 베라카를 사용하거나 변형시켰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헬레니즘
의 종교-시적인 산문 형태를 이용하여 발전시켰다. 따라서 성만찬 기도
문의 기원과 형태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대 기독교 성만찬 기도문이다. 디다케의 기도문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도문에는 구약과 그 구원사 및 ‘거룩하시다’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다이와 마리(Addai and Mari)가 있다고 한
다.

둘째, 로마 기독교 성만찬 기도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기술하고 있고,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구약의 인용
이나 ‘거룩하시다’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에 소개하게 될 히폴리
투스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은 현재 로마 미사경본39)의 두 번째 
성찬 기도문의 원형이다.

셋째, 헬라 기독교 성만찬 기도문이다. 철학적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
고, 창조와 구원사를 묘사하고 있다.40)

히폴리투스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부제들이 주교에게 봉헌물을 주면, 주교는 모든 사제들과 함께 봉헌

물 위에 안수하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다음과 같이 인사를 교환합니
다.

주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중: 또한 사제와 함께(혹은 또한 당신의 영신(靈神)과 함께).
주교: 마음을 드높이!
회중: 주를 향하여(혹은 주와 함께 마음을)!
주교: 주님께 감사합시다.
회중: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38) 히뽈리뚜스, 사도전승(분도출판사, 1992).
39)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 공포된 미사경본(한국천주

교주교회의 발행, 1992).
40). Burkhard Neunheuser,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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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감

사드립니다. 당신은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원자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서 우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 
성자는 당신의 나눌 수 없는 말씀이며, 당신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성자를 하늘로부터 
처녀의 태중에 보내시어 수태케 하시고, 육체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과 
처녀에게서 탄생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
의 뜻을 성취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고난 중에서 양손을 뻗어 한 거룩
한 백성을 예비하셨고,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고난 중에서 풀어 주
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멸하고, 악마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지옥을 박
멸하고, 의인들을 가르치시며, 계약을 세워 부활을 나타내시려고, 자발
적인 고난에로 배반을 받았을 때에 떡을 들어 당신께 감사하며 말씀하
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깨뜨릴 내 몸이니라.” 또
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이니,
너희가 이를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봉사자가 
되기를 허락해 주신 일에 감사 드리며 떡과 잔을 바칩니다. 우리는 당
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봉헌물 위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시어 진리 가운
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며,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성자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 지금도 언제나 세세에 이르도록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41)

여기에 실린 히폴리투스의 성만찬 기도문은 현재 로마교회의 미사
경본의 두 번째 성찬 기도문의 원형으로써 ‘인사’(Sursum corda),
‘감사송’(prelude), ‘봉헌사’, ‘기념사’(anamnesis), ‘성령임재의 기원’
(epiclesis) 등이 포함되어 있다.42) 무엇보다도 히폴리투스의 이 기도문
은 서방교회는 물론이고 동방교회가 발전시킨 성만찬 예전의 원형이란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히폴리투스의 이 기도문을 시작으로 해
서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예전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43) 이 시기에 ‘인사’(Sursum corda), ‘키리에’(Kyrie

41). 네메세기, 96쪽; Everett Ferguson, pp. 94-95.
42).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대한기독교서회, 1992), 13-14쪽; Burkhard

Neunheuser, pp. 42-43.
43). Burkhard Neunheuser, pp. 63-64.



․ 86 ․ 사도행전 연구

eleison), ‘삼성창’(Sanctus) 등이 공적인 예배에 첨가되었다.44)

그러나 이러한 예전의 발전은 각 지역의 언어권에 따라서(헬라어권,
라틴어권, 아랍-시리아권),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에 따라서(동방과 서
방), 또는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되는 5대 총 대주교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틴노플)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이 동일 언어, 동일 지역, 동일 문화라는 특성에 따라서 
예배 전통은 조금씩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45)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크게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된다.46)

▣ 讚頌과 祈禱 ▣

1. 초대교회의 찬송과 기도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불렀던 찬송이나 기도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기도와(행 2:42),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엡 5:16; 골 3:16)하는 찬송
시(고전 14:26)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공동기도로서는 맛디아를 선택
할 때 드렸던 기도(행 1:24), 사도들이 옥에서 풀린 후에 드린 교회의 
기도(행 4:24-30), 그리고 일정한 운율(韻律)과 훌륭한 음조(音調)를 지
닐 뿐 아니라, 세 개의 연(聯)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
라”는 후렴으로 된 기도(엡 1:3-14)가 있다. 찬송시로서는 마리아의 찬
양(눅 1: 46-55), 사가랴의 예언(눅 1:68-79), 로고스 찬양(요 1:1-18), 지
혜송(롬 11:33-36), 사랑송(고전 13장), 대림송(빌 2:6-11), 기독송(골 
1:15-20; 딤전 3:16) 등이 있고, 그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다(딤후 2:11-13; 히 1:3).47)

주기도문도 예배문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기도문 후미에 찬
양문구가 첨가된 것을 보아도 그렇고, 카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
의 전통적인 예전에 기도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
다. 주기도문의 찬양문구는 회중의 응답문구였을 것이다. 하워드 마샬
(I. Howard Marshall)은 주의기도가 성만찬에서 주의 재림을 기원하는 
마라나타와 관련하여 성만찬 기도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44).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개정판), 83쪽.
45). Burkhard Neunheuser, pp. 66-67.
46). 성만찬 예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호, 성만찬 예배(은혜

출판사, 1995)에서 찾을 수 있다.
47). Ralph Martin,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도서출판 은성, 1990), pp.

49-89. 김소영, 현대 예배학(대한기독교서회, 1993),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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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
장 15절이 “아바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도 주기도문의 “아버지여”와 
관련하여 예배 때에 사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49) 마태의 주기도문 가
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
분은 교회가 예배용으로 첨가한 응답송이 분명하다.

2. 찬송과 예배

음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신을 의식하면서부터 종교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예
배에 음악을 사용하였다. 히브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시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었고, 음악을 위해서 시를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15:1-18)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 가운데 하나이며, 최초의 회중찬송이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들은 이집트 군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다윗(주전 1010-970년)은 예배를 위해서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한 왕이었으며(대상 6:31-32; 16:4; 23:5; 25:7; 대하 
5:11-14), 포로시대 이후(주전 5세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노래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과 거의 동등한 상당한 위치에 올
랐음을 알 수 있다(에 2:70; 7:7,24). 그 만큼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 소
중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악의 종교이다. 수십만 곡의 찬송가가 작곡되
었고, 불려졌다. 찬송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위엄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땅위에 살면서 천상의 것을 바라보고, 천군과 천사와 흰 옷 입
은 천상의 성도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때에(계 7:9-12;
14:3), 땅위에 있는 성도들이 화답하는 화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
송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감사와 감격에 넘쳐 부르는 공동으로 
드리는 간증이요, 기도이며, 찬양인 것이다.

찬송은 성도가 믿음을 시와 곡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기도이며, 신앙
고백이다. 고요히 부르는 찬송은 마음에 평정을 가져오고 은혜롭게 하
며,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 부르는 찬송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며, 외로
울 때나 슬플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며, 기쁠 때나 즐거울 때에 감사
하게 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라”(시 149:1)
고 말하였고,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

48). Howard Marshall, Last Supper and Lord's Supper(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0), pp. 116-117.

49). Oscar Cullmann, 원시 기독교 예배 이선희 역(대한기독교서회,
198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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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였다(엡 5:19).
그러나 찬송은 예배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찬송 역시 하나님께서 받

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성서에 계시한 형태대로 드리는 제사라
고 할 때, 찬송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
면서 진실 되게 불리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악기 그리
스도의 교회나 북아메리카 개혁장로교회 또는 스코트란드의 일부 개혁
교회에서는 공중 예배 시간에 악기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북아
메리카의 개혁장로교회는 오직 시편만을 찬송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약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며, 악기가 때에 따라서는 불경건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성서해석상의 문제이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러나 예배 중에 사용하는 악기나 찬송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건되게 
사용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구자들인 알렉산더 캠벨이나 죤 맥가비 또는 
로버트 밀리건 같은 이들은 무악기를 지지한 신학자들이었으며, 맥가
비 자신은 개인적으로 무악기를 원했으나, 유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에
서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아무튼 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은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성도의 덕을 세우는데 적절해야 한다.

第 3 章 앉은뱅이의 治癒

1. 제 구시 기도 시간에(3:1)
주후 30년에 이미 교회가 창립되었는데, 왜 사도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가?

(1)아주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회당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리

고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회당

에 모인 이들에게 전하였을 것이다.

(2)성전의 기도 시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

문에 전도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3)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는 가정교회50)로 모여 예배도 하



제2부 본문해설 ․ A. 예루살렘의 증거(1:1-8:3) ․ 89 ․

고 애찬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였다.

(4)유대인들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점차 따로 모일 수밖에 없

었을 것이며, 그들의 관습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였을 것이다.

2. 앉은뱅이 치유와 하나님의 섭리

오후 3시는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므로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들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40대의 성인

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앉은뱅이를 고친 후에는 베드로에

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앉은뱅이의 고침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인 사

실이 드러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신뢰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당시 민중은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오랫동안 보

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Shekinah)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었다.51) 따라서 예수와 사도들의 능력 행함은 온 이스라엘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기적(6-8절)으로 인해서(기적의 근원=큰 권능) 사람들은 심

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게 되었고(10절),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

로 모이고(11절/기적의 결과=기사),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다

(12-26절/기적의 목적=표적). 따라서 사도들의 능력 행함은 증거

적이며, 복음 전파의 도구였다.

2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

이 다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을 때에(1-4절/기적

50) 주후 125년경까지는 교회당이 없었던 것 같다. 125년 이후에 다메섹 
근교 에데사(202년)와 아벨라(125년)에 교회당이 생겼다.

51)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브갇넷살 왕에
게 지성소까지 능욕 당하였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주전 63년 로마제국
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역시 능욕 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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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 기이히 여겨”

한 곳에 모이고(5-13절/기적의 결과),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

오는 표적이 일어났다(기적의 목적).

▣ 예루살렘 聖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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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迫害의 始作

1. 제사장들(4:1)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전 구내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

이었다. 다윗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 순

번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반열(Courses)이라 한

다(눅 1:8). 반열에는 반장이 있었고(대상 24:18), 교대는 저녁 희

생제사(오후 3시) 전 매주 안식일에 있었다. 초대교회 당시 1만 

8천명(제사장 7천명, 레위인 1만 1천명)에 이르는 제사장들이 24
반열로 나뉘어져서 매년 두 번 일주일씩 성전 희생제사를 수행

하였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2. 성전 맡은 자(4:1)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가는 높은 직책으로서 성전의 

질서를 책임진 자이다. 로마 병정들이 안토니아 성곽에 주둔하

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종교적 반발로 성전질서 만큼은 

유대인들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들 군사들은 약 400여명의 레

위인들로 구성되었다. 성전 맡은 자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 구내에는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 이외에는 들어 갈 수 없었

다. 성전 영내에 들어 갈 경우에는 살해되었다. 유대 당국에 정

치적인 사형집형권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사형집형권은 허락되

어 있었다. 율리우스 시져와 아우구스투스는 대제사장직과 공회

의 사법권을 외국 도시에서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인정하였다.

3.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초대교회 당시 집권 여당세력으로서 진보 헬

라주의를 표방하였다. 구전 전승의 구속력과 권위를 부정하여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바리새파보다도 더 문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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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였다.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반면, 모세오경에 없다는 이유로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 당시 대제

사장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공회원의 

상당수가 사두개인이었다. 이들이 사도들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싫어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두개파는 다윗왕 당시의 제사장 사독(삼하 8:17)의 이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인다. 사독의 후손들은 마카비 전쟁 당시까지

도 제사장을 지냈다. 이 집단은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하스몬 

왕족 때(주전 166-63) 구체적인 집단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하여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귀족 

출신의 제사장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사두개파는 요한 힐카누스(주전 134-104년) 때부터 그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주전 103-76년) 때까지 정권을 장악하였다.
예수의 때와 사도들 때에도 사두개파가 집권하였다.

4.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4:6)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이었다. 공

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법정으로서 ‘산헤드린’(Sanhedrin)이

라 불린다. 이들에게 종교 문제 이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

한은 없었다. 산헤드린은 헬라어 syn과 hedra에서 온 말로서 

‘같이 앉다’(συνεδριον)의 뜻이다. 구성원은 70-72명이었다. 모세

의 70인 장로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산헤드린의 의장은 대제

사장이었다. 이들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정치

적 집단이었다.

5. 대제사장들(4:6)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

과 산헤드린 의장의 권한을 가졌다. 구약의 세습제도가 중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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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왕으로부터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고서부터는 그 권위가 상당

히 실추되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로마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주후 6-15)이었다. 그러나 로마정부에 의해

서 직위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아들 엘리아자르가 계승하였으나 

3년만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18-36년) 계승하였다. 그러나 

민중은 안나스를 합법적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였다. 대제사장

은 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민중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

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란 복수 명사가 사용되었다.

▣ 바리새파와 엣세네파 ▣

1.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보수 유대주의로서 주전 2세기경 ‘하시딤’파(Hasidim)
에서 생겼다.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란 뜻으로서 유대지방을 통치하
던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세(Antiochus Epiphanes/ 주전 175-164)의 
반유대교주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여 투쟁한 그룹이었다. 당시 안디
옥쿠스 4세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 성경을 금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등 유대인들에게 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가했다. 바리새파란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주전 
134-104; 마카베오상 2:42) 때였다.

바리새파들은 모세 율법이외도 각종 구전 전승을 정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구전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주장하였고,
영혼 불멸, 몸의 부활, 영혼의 존재, 천사와 마귀의 존재, 사후 상벌,
성경의 영감설, 죽은 자의 미래, 인간의 평등을 믿었으며, 주로 원리적
인 가르침에 치중하여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바울도 바리새파였
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민중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
민중과 밀착된 그들의 교리는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여 예수의 비판
을 받았다. 그들의 교훈은 신학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이 강했다.

바리새파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을 통치한 것은 안디옥쿠스 4
세에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한 맛다디아와 그의 아들들(하스몬가/주전 
167-166년)의 때부터 요한 힐카누스(주전 134-104년) 때까지이다. 요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에 도전을 해오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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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하여 사두개파와 손을 잡았다.
힐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주전 103-76년)의 죽음 이후에는 

다시 바리새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반역군 바
리새파를 색출하여 800명의 랍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가 죽을 때에는 바리새파의 등용을 유언하였다.

얀네우스의 두 아들인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와 손을 잡고 대제사
장과 왕위를 지켰다. 그리고 아리스토불루스 2세는 사두개파와 손을 
잡고 국군 통수권을 맡았다.

2. 엣세네파

‘엣세네’파는 아마도 바리새파와 같은 하시딤에서 유래하여 나중에 
바리새파와 분리되었을 것이다(마가비상 2:42; 7:13). 이들은 마카비(맛
다디아의 아들 유다)와 함께 시리아 군에 반역하였던 열정적이고 엄격
한 유대인들이었다.

주전 1세기말에 사해 근처 엔게디에서 큰 집단을 이루었으며, 예수 
당시에는 약 4천명 가량이 유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엣세네파는 주
후 70년 이후에 사라졌다.

성서는 엣세네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세례 요
한이나 예수도 엣세네파에 속한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1947년까지만 해도 엣세네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토라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재산의 공유권을 주장하
여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다. 상호간의 강한 책임의식과 성경연
구를 중시하였으며, 많은 성경을 복사하였다. 경건과 순종에 대한 엄숙
한 서약을 하였다. 그들은 예물을 절기나 성일 때에 바쳤지만, 동물희
생을 바치지 않았고, 성전 제사에 참석치 않았다. 결혼을 피하고, 운명
이나 별점, 천사를 숭배한 흔적도 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상
업을 피하고 농업에 의존하였다. 모래침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은 며칠 
앞당겨 화요일에 지켰다. 매우 엄격하고 의식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긴 
묵상과 예배를 중시하였다. 쿰란•

3. 헤롯당 엔게디•사해

‘헤롯당’은 헤롯의 지지자                      •마캐루스
들이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마사다•
정당원들이었다.

4. 열심당

주전 6년 헤롯 대왕 당시에 출현해서 주후 73년 사해 근처 마사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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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멸절되었다. 이들은 로마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였고, 팔레스
틴에서의 헬라어 사용을 반대하였으며, 구원의 때의 도래를 예언했던 
민족 해방 운동가들이었다.

티투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에 일단의 열심당원들
과 그 가족들이 사해 근처에 버려진 마사다 요새로 피신하여 로마군에 
대항하였다. 이 요새에는 헤롯 대왕이 숨겨 놓은 많은 무기가 있었다.
유대 총독 플라비우스 실바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요새를 포위하고 흙
을 쌓아 성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197미터, 높이 55미터의 엄청난 경
사로를 만들었다. 이 때 열심당원의 지도자였던 엘레아자르(Eleazar)는,
“나의 진실한 친구들이여, 우리는 일찍이, 홀로 인간의 진실하시고 의
로우신 주이신 하나님이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특히 로마인들에게는 
결단코 종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심을 실행에 옮
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 . .”라는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모든 가
장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들은 
제비로 열 사람을 뽑아 남은 자들을 죽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은 자 
한 사람은 요새에 불을 지르고 난 후에 자결하였다. 이렇게 죽은 자들
이 960명이었다. 이 날이 니산월 15일이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인 한 사람과 이 일을 미리 예견하고 다섯 자녀를 데리고 숨어 버린 
엘레아자르의 친척 되는 한 여인뿐이었다.52)

▣ 로마제국과 유대민족의 관계 ▣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들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 주신 토라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가 주
는 시민권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마시민이 되면 속주세의 
면제를 비롯해서 로마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
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시민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로마시민이 되면 로
마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은 이민족들 가운데서 의사나 교사에게 시민권을 주었고,
로마군단에 입대하여 보조병으로 25년 동안 복무하는 경우에도 시민권
을 주었다. 유대인들은 우수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의사나 교사가 많았
지만, 이 특권을 활용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 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

52).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9), pp. 69-100; Gareth L. Reese, pp.
196-200; Josephus. Wars of the Jews. x.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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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이밖에도 유대민족은 타민족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1. 거주지 팔레스타인이 강대국인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점이지대

에 있었기 때문에 외침이 많았고, 로마제국의 속국이 되기 전에도 앗
수리아제국,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으로부터 침탈과 유배
와 지배를 받아왔다.

2. 유대인들은 우수한 민족이었다.
3. 고대 그리스인들에 못지않을 만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수만 해도 총인구 100만 
명 가운데 약 4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인들과 다른 
점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1년에 2드라크마의 예루
살렘 성전세를 바쳤고, 성지순례도 유대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였다.

4. 유대들은 꿈을 가진 민족이었다. 타민족을 지배해본 경험이 없었
고, 오히려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메시아 도래를 
강하게 기대하였다.

5.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들이 속한 유대교에서 비롯되었다.
유대민족의 이런 특수한 면들을 로마제국의 통치자들은 대체로 수용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리굴라만큼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앙숙관계였던 그리스인들의 편을 들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불이익을 주
었다. 로마가 유대민족에게 관용을 베푼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2.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 1년에 2드라크마의 예루살렘 성전세를 
바쳐야했는데, 그 관행을 허용하였다.

시리아 총독 퀴리누스는 유대속주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동전에 
한하여 황제의 옆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통화를 만들게 하였다. 유대교
가 우상을 금하고 있음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또 퀴리누스는 유대교가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영내진입을 금하는 것을 존중하여 이것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타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에만은 아내 리비아와 함께 봉납품을 바쳤다. 티베리우스는 예루살렘
에 바쳐진 로마의 봉납품에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
만, 이것조차도 신격(神格)이 된 선황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가이사
랴의 신전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봉납
품으로 더럽혀졌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대제사장의 제의복은 로마측이 예루살렘 궁전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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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티벨리우스는 이것마저도 유대측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3. 국내외의 유대인 거주지역 안에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법권

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형집형은 로마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러한 조치는 동방의 유대인사회에서만 한정되었다.

또 로마당국은 유대인들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지배자 로마를 상
징하는 군사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시
켰다. 가이사랴에 기지를 둔 로마군 병사가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해야 
할 경우에도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군기는 가이사랴 기지에 놓아두
고 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총독직에서 해임된 
가장 큰 이유는 군기를 앞세운 부대를 예루살렘에 입성시켰기 때문이
었다.

4. 타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안식일법 준수를 허용하였다.
5. 병역을 비롯한 국가의 공직을 면제하였다. 다만 원하는 자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였다. 유대인들은 병역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군대에 들
어가면 최고사령관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를 피하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드린 결과였다. 그러나 유대인이
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비롯한 각종 공직에 취임할 수 있었
다.

이밖에도 카이사르는 과거 3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리스
인과 동등한 상업적인 권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였다.
이후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혜택들은 유대 강경파들의 두 차례에 걸친 큰 
반란전쟁들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민족은 그나마 지
켜왔던 예루살렘 성지(聖地)의 멸망과 그곳에서의 추방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네로황제말기와 하드리아누스황제 재임시에 발
생한 로마와의 유대전쟁으로 인한 유대인의 피해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A.D. 66-70의 유대전쟁

전쟁의 발단은 플로루스 총독이 체납된 속주세 대신 예루살렘 성전
의 보물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한 데서 비롯되었다(서민 560
명의 1년 수입에 해당).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과
격파인 열심당원들의 습격을 받아 로마 수비대원들, 온건파인 대제사
장 등이 학살당하였다. 열심당원들은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마
사다 요새도 습격하여 장악하였다(66년 6월).

이 당시 동로마 지역의 대 도시들에서는 그리스계 주민들과 유대계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는 유대인 급진파
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었으며, 그 밖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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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계 주민 및 로마군과 유대계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었다.
70년 예루살렘은 5개월의 격전 끝에 함락되었다. 8월 10일, 성전에 

불이 붙었고, 9월 20일 모든 저항이 끝났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사망자
와 포로를 합쳐 60만 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
스는 포로의 수는 유대전쟁을 통틀어 9만 7천명,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대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5개월 동안 포위되는 바람에 희생된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대제사장 제도도 폐지되었다.
70인 산헤드린(공의회)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 때까지는 주둔하지 않
았던 군대가 예루살렘에 1개 군단과 보조병을 합쳐 1만 명의 병력이 
상주하였다. 유대인에 의한 자치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고 직할통치
를 받게 되었다. 국내외 유대인들은 그동안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제
우스 신전에 바쳐야 했다.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런 의무를 ‘유대인세’
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예루
살렘과 오늘날의 텔아비브 사이에 있는 얌니아에 유대문화연구소 설립
을 허가하였다.

2. A.D. 131-134의 유대전쟁

이 전쟁의 발단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
켰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할례를 하는 방식으로 유대교를 멸시하
였고, 예루살렘에 군단도시 ‘아에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를 
건설한데서 비롯되었다. 하드리아누스는 유대반란을 막기 위해서 130
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였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강경책을 펼쳤다.

131년 가을에 유대반란이 일어났고, 바르 코크바(Bar Kokhba)와 랍
비 아키바(Rabbi Akiba)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아람어로 ‘별의 아들’이
란 뜻의 이름을 가진 바르 코크바는 메시아를 자처하며 반란을 주도하
였고, 랍비 아키바는 코크바를 유대왕과 메시아로 치켜세우며 성전(聖
戰)을 선포하였다.

이 전쟁으로 요새 50개가 모두 파괴되었고, 985개의 마을이 잿더미
가 되었으며, 5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다. 134년 초 예루살
렘이 함락되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남서쪽 베틸 요새로 옮겨 136년 9
월 26일까지 항쟁을 지속하였다. 이 때 바르 코크바는 전사하고, 포로
가 된 랍비 아키바는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 날은 70년 당시 예루
살렘이 함락된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70년 성전이 붕괴된 날은 주전 586년 압월 9일(양력 7-8
월) 느브갇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붕괴된 날짜와도 같다고 한다. 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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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는 남아있는 성전 터(통곡의 벽)에서 곡할 수 있도록 일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 출입이 허락되었다. 이날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
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반추
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유대는 팔레스타인이 되었고, 예루살렘도 ‘아에리
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로 바꿨다. 원로원의 의결을 거쳐 135
년부터 공식 발효한 하드리아누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서 추방을 당하였고, 유대교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법으로 금
지하였다.

이상의 글들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6,7,8,9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6. 요한과 알렉산더(4:6)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 죠나단이거나  요한 벤자카이일 것으로 

추측한다. 요한 벤자카이는 칠인의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

로서 스가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미 3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 기적적으

로 탈출에 성공하여 유대주의 발전에 공헌한 랍비이다. 알렉산

더는 필로의 부유한 형제이다.

7. 집 모퉁이의 머릿돌(4:11)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모퉁이 돌(cornerstone)을 말하는 것

으로서 기초로 놓인 거대한 돌로서 모서리에 놓이며, 그 돌을 

중심으로 방향과 각도가 결정된다. 어떤 모퉁이 돌은 세로 2미
터, 가로 4미터나 되는 큰돌이 모퉁이 돌로 사용 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머릿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참고로 다른 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키스톤

(keystone)이라는 것이 있다. 이 돌은 아취에 놓이는 중간석을 

말한다. 이 중간석이 아취를 유지한다. 쐐기돌이라고도 한다. 갓

돌(capstone)이라는 것도 있다. 돌기둥이나 벽과 벽 사이에 놓인 

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혹은 ‘키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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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말씀

은 요즘 한창 거론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와 매우 상충되는 말

씀이다. 누가는 매우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수의 부활사건과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앉은뱅이 치유로서 입증되

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9. 초대교회의 기도문

초대교회의 기도문의 주요 내용은 구약 예언을 인용하여 교회

의 당하는 박해가 예수께서 당한 박해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언

된 사실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

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행함과 기사와 표적을 

간구한다.

10. 자급자족(2:44-45; 4:32-37)
초대교회는 강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 종사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또 성도 대부분이 가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복음의 사역과 구제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복음의 사역에 뛰어든 바

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교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에서 이루

어진 교회운영의 모습이다. 재림이 지연되고, 교회가 제도화되면

서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다.

第5章 淨化와 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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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니아와 삽비라(5:1)

아나니아는 히브리어 이름인 하나니아(Hananiah)에서 유래하

였다.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다운 보석의 

뜻이다. 사파이어(Sapphire)에서 유래하였다.

2. 아나니아와 삽비라(5:1)

초대교회는 이미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성령을 속인 것은(5:3, 9)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5:4).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3.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5:4)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는 비유법

이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다. 바나바가 행제우애와 나눔의 좋은 예라면, 아나니아와 삽비

라는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의 즉각적인 죽음은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엄한 

경고이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 처벌을 받지 않

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의 대가를 마지막 

심판 때에 갚으실 것이다(갈 6:7).

4. 혼이 떠나니(5:5, 10)

‘혼이 떠나니’(ἐξέψυξεν/ soul out)에서 ‘혼’은 여기서 ‘목

숨,’ ‘생명’ 혹은 ‘영혼’을 의미한다. 2장 41절에서 사용된 ‘혼’
의 의미는 ‘사람’이었다.

성서는 죽음을 분리로 본다. 영혼의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과

의 관계의 단절 또는 분리를 말한다. 따라서 영멸이란 하나님과

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육체

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한다.

워치만 리의 삼분론 즉 인간을 영, 육, 혼으로 보는 견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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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적이다. 성서는 언제나 ‘혼과 몸’(마 6:25; 10:28), ‘영과 몸’

(롬 8:10; 고전 7:34; 약 2:26), ‘영과 육체’(마 26:41; 고후 7:1),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고후 4:16; 엡 3:16; 벧전 3:3-4)으로 구

분하여 말할 뿐이다.

혼과 영을 동등하게 사용한 성구를 보라. 눅 23:46; 행 5:5,10;
15:26; 히 12: 23; 계 6:9; 20:4; 창 35:18; 왕상 17:21; 시 31:5.

5. 정화(5:1-11)와 박해(5:12-42)의 문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두 가지 형태의 문제점

을 안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의 박해가 있었고, 내

부적으로는 이단과 윤리의 문제가 있었다. 교권과 교회의 제도

화, 신앙고백(교리)과 정경화 작업은 바로 박해와 이단으로부터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분열을 막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었다.

6.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5:17)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는 말속에

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설교가 

사도들의 손으로 행하여지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그들의 주장

이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

으로 활동했던 예수를 박해했던 자들은 바리새파였다는 점이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활동 무대였지만, 바리새인들

은 민중이 그들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누가문서의 보도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7. 주의 사자(5:19)

‘주의 사자’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 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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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주의 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7:30-38), 주의 사자가 빌

립을 인도하였으며(8:26), 베드로를 석방하였고(12:7-10), 헤롯을 

죽이기도 하였다(12:23).

8. 가말리엘(5:34)
‘가말리엘’은 당대의 유명한 랍비였다. 힐렐이 학교를 시작한 

이후 네 번째 학자였으며, 힐렐의 손자였을 것으로 본다. 바울은 

그의 제자였다.
가말리엘의 유화책은 그가 바리새인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부활

에 대한 전파가 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집권

당인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정책

과 사상에 반대되는 사도들의 전도를 막으려 하였을 것이다

(23:5-10).
당시에 바리새파에 두 라이벌 학파가 있었다. 그 하나가 힐렐

(Hillel) 학파요, 또 하나는 샤마이(Shammai) 학파였다.53) 힐렐 

학파는 구전을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두었고, 샤마이 학파는 

전통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우위에 두었다. 이 두 학파의 

반감은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영향력이 말해 

주듯이 힐렐 학파가 당대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가장 유명한 학자였다. 그는 유대교의 

칠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라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이후로는 율법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금욕과 경건도 죽어버렸다.”54)고 했

다. 그는 52년에 죽었다.55)

▣ 유대교의 學者들과 탈무드 ▣

53). F. F. Bruce, p. 154.
54). 미쉬나, Sota, 9:15; F. F. Bruce, p. 155.
55). Gareth L. Reese, .



․ 104 ․ 사도행전 연구

(1)요하난 벤 자카이(Johanan ben Zakkai): 랍비 요하난은 68-70년에 
발생한 유대전쟁 당시에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탈출한 후 욥바 근교에 
있는 야브네(Jabne 혹은 Jamnia)에 학교를 세우고 유대주의를 발전시킨 
위대한 학자이다. 요하난은 온건파로써 유대전쟁 당시에 유대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을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던 끝에 로마군의 사령관을 만
나기로 결심하고, 꾀병을 앓아 위독설과 사망설을 퍼뜨렸다. 유대인들
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지 않았음으로 요하난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요하난을 수상하게 여기고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강경파 
열심당원들은 그의 시신을 향해서 칼을 찌르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랍비의 시신을 모독해서는 안된다고 그들을 제지시켰다. 또 로마군의 
포위망을 벗어날 때에는 제자들이, “만약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고 한
다면, 당신은 황제의 관에 칼을 찌르겠는가? 우리는 전혀 무장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여 마침내 사선을 뚫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요
하난은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 그가 차기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자신이 세우게 될 조그만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후 예루살렘과 성전은 훼파되고 말았지만, 유대
교의 전통만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한 10여명의 랍비들의 교육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다.

(2)랍비 아키바(Aqiba): 아키바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문맹이었으
나 나중에 유대주의 조직가로써 최초의 탈무드 편집자가 되었다. 일점 
일획 숭배자로서 132-135년에 발생한 유대전쟁 당시에 순교하였다. 이 
전쟁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 신 로마도시(Aelia
Capitolina)를 설립하고자 하였을 때, 바르 코크바(Bar Kochba)56)를 중
심으로 열심당원들이 반발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의 패배로 말
미암아 팔레스틴에서의 종교적 민족주의는 사라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은 신로마시가 되고 말았다. 이후 하드리아누스는 할례를 금하고, 예루
살렘을 재건하여 일리아(Aelia)로 개명하였으며, 성전 터에 주피터 신
전을 건축하고 유대인 출입을 사형으로 금하였다. 4세기경부터는 느부
갇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성전 멸망기념일(주전 586년 압월 9
일)57)에 서쪽에 남아 있는 성전 터(통곡의 벽)에서 곡할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차례 출입이 허락되었다.58) 이 날은 공교롭게도 헤롯성전(주후 

56). 바르 코크바는 랍비 아키바의 도움을 받아 유대전쟁을 주도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아키바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를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
시아라고 생각했었다. 유대인을 알고 싶다 198쪽.

57). 압월(ab)은 우리가 쓰는 양력 7~8월에 해당된다.
58). R. H. Pfeiffer,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한국기독교문화원), 36-3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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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이 파괴된 날과 일치된다. 오늘날도 그날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하루종일 금식하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반추한다.

(3)랍비 유다(Juda the Holy): 유다는 그의 아버지 티베리아스를 계
승하여(166년) 구전을 수집하여 책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미쉬나
(Mishna)라 부른다. 미쉬나는 여섯 가지 주제들 즉 농사법(Zeraim), 안
식일 및 절기법(Moed), 결혼 및 이혼법(Nashim), 일반 형법(Nezikin),
희생제물법(Kodashim), 레위인의 성결법(Tohovoth)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미쉬나를 주석한 책을 가마라(Gamara)라 부른다. 결국 탈무드는 미
쉬나와 가마라(혹은 게마라)가 합하여 된 것이다. 유다 랍비는 ‘성자’,
‘왕자’, ‘우리의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다. 그는 
200년에 죽었다.

(4)또 미쉬나를 둘러싼 방대한 논의나 토론을 기록한 것이 바로 탈
무드이다. 이 토론은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하라카라고 불리
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아가다라고 불리는 논의이다. 하라카는 유대
인의 생활 양식을 말한 것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동을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키려 한 것이다. 제사, 건강, 예술, 식사, 회화, 말, 대인관계 등
이 이 하라카에 속한다. 아가다는 탈무드의 3분의 1일을 차지한다. 이
것은 철학, 신학, 역사, 도덕, 시, 속담, 성서 해설, 과학, 의학, 수학, 천
문학, 심리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를 포함한 것이다.

(5)탈무드(Talmud): 탈무드란 우리말로 ‘위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5
천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민족을 버텨 오게 한 생활 규범이다.
이 책은 구약성서가 씌어진 뒤 유대교의 법률, 전통적 습관, 축제, 민
간전승, 해설 등을 모은 것으로 성서 다음으로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가 되어 왔다. 이 책은 유대인의 종교적 생활만이 아니라 법 규정이나 
판례법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유대민족의 사상이나 생활양식은 
물론이고 기독교와의 관계를 아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통권 20권,
12,000쪽, 250만 단어, 무게 75킬로그램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 이 책
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00년까지 구전(口傳)되어 온 내용을 10년
이란 세월에 걸쳐서 2천여 명의 학자가 편찬한 것이다. 이것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유대민족의 지혜이며 지식의 창고라 할 수 있다. 탈무드
가 글로 씌어지기 전에는 구전으로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전해
졌다. 그 때문에 내용의 전개는 대부분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취
하고 있다. 탈무드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바벨론 탈무드와 팔레
스틴에서 나온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다. 이 중에 바벨론 탈무드가 더 
중요시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탈무드하면 일반적으로 
바벨론 탈무드를 가리킨다. 탈무드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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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백을 주기 위해서 어느 권(卷)을 펴보아도 반드시 2쪽부터 시작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59)

바벨론 탈무드는 랍비 애시(Ashi)에 의해서 472년에 바벨론에서 완
성되었다. 주후 200년부터 500년까지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바벨론이었
다. 이 곳에서 중요한 유대교 문헌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가운데서 가
장 방대한 것이 바벨론 탈무드이다.60) 이는 사절지 크기로 2,947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랍비 아비나(Abina)에 의해서 
490년에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다.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 된 탈무드는 1334년에 만들어진 필사본이
다. 탈무드가 처음 인쇄 출판된 것은 1520년 기독교인 인쇄업자에 의
해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탈무드는 완전한 것이 못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의해서 많은 양의 탈무드가 압수되어 소각되었기 때
문이다. 이런 일이 가장 심했던 때가 1500년대였다.61)

9. 드다(5:36)
‘드다’에 대한 보도는 누가만이 하고 있다. 유대인 역사가 요

세푸스가 드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의 드다하고는 

다른 드다임이 틀림없다. 가말리엘은 주후 6년 이전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요세푸스는 주후 41-54년 사이에 발생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62)

요세푸스는 그의 고대사 17장 10절에서 세 번 이상의 반역 

사건과 만 번 이상의 반역 투쟁과 수도 없는 강도들이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세푸스와 가말리엘의 드

다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일 수 있다.

10. 유다(5:37)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유다는 가말라에서 온 가울인으로서 

갈릴리 동부 지방에 이주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가 큐리니우스(Quirinius) 때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59). 마빈 토케이어, 탈무드 지경자 역(홍신문화사, 1996), 10-22쪽.
60). 유대인을 알고 싶다 200쪽.
61). 탈무드 148-150쪽.
62). 요세푸스, 고대사 xx.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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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누가의 기록과 일치한다. 큐리니우스는 시리아 지방장관(주

후 6년경)이 되어 아켈라오를 대신 유대지방도 관장하였다. 그는 

시리아 지방장관직에 두 번이나 임명되었다(주전 6-4년과 주후 

6-9년). 이 뿐만 아니라, 주전 12년에서 주후 11년까지 시리아에

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을 것으로 고고학적 근거에 의해서 추

측하고 있다.

11. 호적할 때에(5:37)
여기서 말하는 ‘호적할 때에’는 두 번째 호적인 주후 6년경 

큐리니우스에 의해서 행하여진 호적을 말한다. 첫 번째 호적도 

주전 6년경에 이 사람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였다.

12. 채찍질(5:40)
유대인의 ‘채찍질’은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무

서운 체벌이다(고후 11: 24; 신 25:1-3). 불명예와 수치를 주기 위

한 것이다. 로마 제국에 의한 체벌에는 매수에 제한이 없다.

13. 가르치기와 전도하기(5:42)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훌륭한 모형을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교회는 마땅

히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제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는 흩

어져 전도하고 구제하며, 봉사하여야 한다.

▣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 ▣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설

립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누가의 관점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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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데 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에 관한 자료는 많지만,

일부만 뽑아서 쓴 목적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밝혔듯이(요 20:30-31), 누가도 수집한 자료들이 많았지만,63) 그 

가운데서 베드로, 빌립, 바울과 같은 몇 분의 전도자들에게만 초

점을 맞춰서 초기 교회사를 기록하였다. 누가가 이렇게 한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밝힌 

그대로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

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에서 ‘영’(Spirit)이란 단어가 28번 쓰이고 있고, ‘성

령’(Holy Spirit)이란 단어가 41번 쓰이고 있다.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 또한 자주 쓰이고 있다. 다른 책들

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

지 오직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64)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완료된 구원사역(finished work)이, 사도행전에서

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救援史)의 연속(unfinished work)
으로, 교회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미래종말의 현재화로 이해되고 

있다.65)

63) 누가복음 1:1-4. See also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InterVarsity Press, 1970), pp. 363-377. 누가는 바울(행 9:1-31;
11:25-30; 12:25-28:31)과 마가(행 12:12)의 동역자였다. 또 베자사본에 “우리” 부
분이 안디옥이 언급되고 있는 11장 27절과 14장 2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누가가 안디옥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간 투옥되었을 
때에, 누가도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누가는 교회의 시작과 발전,
박해와 갈등, 선교여행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직간접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64)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287-290쪽.
65) 김득중, 사도행전 연구(도서출판 나단, 1991), 7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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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 30년 5월 28일66) 오순절 날 아침 9시67) 기도시간에 예루

살렘 성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강림한 

성령의 내주(동거)와 능력(은사)으로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행 1:8).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내

어 거듭(칭의)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미리 앞

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기독교역사는 성령이 

이끌어 온 역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 치시

고, 성령으로 보증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 복을 현세에서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고 선취(anticipation)하

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68)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둘째, 초대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은 섭리적인 방

법 즉 순리와 상식을 따랐으며, 여기에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

사를 첨가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들을 불러 쓰셨

으며,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구화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향하는 성도들에게 배척(박해)

과 시련(이단과 분열 등)은 언제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69) 예수와 바울처럼 죽

는 순간까지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70) 결국 초대교회 설

66) 천주교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30년 4월 9일로 본다. 이런 계
산이 옳다면, 오순절은 30년 5월 28일이 될 것이다.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 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271쪽 참고.

67) 행 2:15(표준새번역).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보다 6시간 정도 빠른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에서의 제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된다.

68) 능력 행함과 놀람과 표적. 행 2:22; 롬 15:18;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69) 누가의 신학, 264-295쪽.
70) ‘배척’, ‘기도’, ‘성령 충만’, ‘순례’는 사도행전의 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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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전개 과정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함과 

불굴의 믿음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져 이루어진 것이다.
넷째,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행 8장), 고넬료 가정의 이방

인 교회(행 10-11장), 바울과 바나바 등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행 

15장, 바울의 선교보고)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적 권위로 승인

되었다.71)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

난 각 교회의 설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예루살렘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예수의 명령과 제자들의 성령대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명령(행 1:4-5)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

니하고 성령강림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

흘만인 오순절 날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
령으로의 세례’(행 2:1-3)와 ‘성령의 충만함’(행 2:4)을 받고, 성령

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외국어)을 말하였다. 이 때 제

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외국어들은 알아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 

놀라 기이히”(행 2:7) 여길만한 성령에 의한 큰 능력 행함이었다.

이 큰 능력 행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할 때”(눅 3:21-22)였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

하지 아니한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 “기도하실 때”(눅 9:28-29)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

71)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pp. 229, 232, 278-290. 브루스는 “기독교 선교의 초기에,
사도들은 복음이 들어간 어떤 곳이든지 그곳을 감독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참고 행 11:22)”고 적고 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 이용복, 장동민 옮김(아가페출판사, 1986), 220쪽]. 또 브루스는 “전에 베드로
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어 빌립의 사역을 조사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대
표를 안디옥에 파견하여, 이 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건들을 살펴
보도록 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87쪽.]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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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였고,72)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있었고(행 2:15),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도 오후 3시 기도시간에 있었으며(행 3:1),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도 다 기도시간(행 

10:3,9,30)에 일어났다고 적고 있다.73) 이런 점에서 볼 때, 누가는 

성도의 기도생활이 성령 충만함과 큰 능력의 나타남을 가져온다

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74)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이 큰 능력

(power/δυνάμεσι=기적의 근원)의 나타남이 주변의 사람들의 관

심(wonders/τέρασι=기적의 결과)을 집중시켰고, 그들에게 하나

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되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표적

(signs/σημείοις=기적의 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행 2:22).

이 표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행 6:7).

나. 하나님의 섭리와 문제의 발생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와 시간을 활용하셨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오순절 날

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히브리파(본토 출생에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올라올 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헬라

파75)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날이요, 기도시간에는 수많은 

인파가 성전에 몰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런 날과 시간과 장

72) 누가의 신학, 264-287쪽.
73) 오늘날에도 하루 세 번 기도하는데, 아침, 오후, 저녁에 하며, 각각의 

이름은 샤하리트(shaharit), 민하(minha), 마아리브(ma'ariv)이다. 데이빗 C. 그
로스, 유대인을 알고 싶다, 장병길 옮김(도서출판 살렘, 1997), 68쪽.

74) 누가는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이 만큼 누가는 다른 어떤 성서 저자들보다도 기도생활에 관한 자신
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75) Diaspora로써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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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성령강림의 D-day로 삼으셨던 것이다. “그 날에 제자의 수

가 삼천이나 더하였다”(행 2:41)는 기록이 허구가 아닌 것은 이

런 이유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

법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예수를 그리

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일시에 커지고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아니한데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표출되었다(행 6:1)76)

이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행 6:1)서 비롯되었다.

“원망”의 근원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이 갈등은 나중에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결국 은혜

를 주장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사도회의에서 받아들여진

다.77)

그래서 교회는 “일곱을 택하여”(행 6:3)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

도자로 삼았는데, 이 때 뽑힌 일곱 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

인들이었다.78) 그리고 이 때 뽑힌 빌립의 전도와 스데반의 순교

에 의해서 복음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소유자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과 팔레

스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히브

리파 유대인들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헬레니즘 문

명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세계화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76)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17-233.
77) 정통교회 여부를 결정짓는 사도권의 승인(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79-290).
78)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 219; F. F. 브루스, 사도행전

(상), 161쪽.



제2부 본문해설 ․ A. 예루살렘의 증거(1:1-8:3) ․ 113 ․

이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

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으며, 친지들을 갖지 못한 사람

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계 선교에 기여할 능력이 많지 않

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이었던 헬라파 

사람들의 포용적이고 열린 복음적 사고와 익숙한 언어와 문화수

준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셨던 것이다.79)

2. 유대와 사마리아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헬라파 유대인 빌립의 선교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행 6:3)이었

다. 이 뿐 아니라,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유대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그만큼 빌립은 기도의 사람이

었고 외국인과도 접촉이 잦은 마음이 열려있었던 신자였다.

빌립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인

이었다. 유대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

아인 내시에게조차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특히 유대

인들이 상종도 아니하고,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

아인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최초의 인

물이었다. 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

79) M. 헹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전경연 역(복음주의 신학총
서 제32권, 1990), 86-94쪽. 헹겔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원사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의미가 모세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대치했다는 매우 자극
적인 주장을 내세웠을”(87쪽) 만큼 토라와 성전 및 의식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
판적이었으며, “유대교 회당의 울타리를 넘어 선교의 자극을 시동”(91쪽)하였
고, 이단자로 취급되던 사마리아인들과 “아직 할례나 개종자 세례를 받지 않았
던 이방인 ‘하나님 경외자들’”(89쪽)에게 복음을 전하여 페니키아의 도시들(행 
11:19; 15:3)과 다메섹에 교회들을 세웠고(91-92쪽),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할례와 의식법의 규정들의 요구들을 묵살”하였으며, “율법을 끌어들이지 않은 
이방인 선교에 점진적으로 또 한발 한발 이전해 갔다”(94쪽)고 지적하였다. 브
루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최초로 세계 선교를 주창한 사람들이었고, “예수
의 말씀과 성전 질서와는 어떤 틈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파’ 형제들보다 더 먼
저 알아차렸다. 또한 복음의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성격과 보편적인 성격
도 먼저 알아차렸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76쪽.)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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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필요가 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민족간에 갈등을 충분

히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수 것이고,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

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조차 기독

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다.80) 그리고 사

마리아 교회 역시 추후에 정통교회 여부를 결정짓는 사도권의 

승인을 받는다.81)

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의 선교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학식이나 해외 경험이 전무

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다. 이런 그가 고넬료 가정에 불리어가 

복음을 전하기까지에는 십 수년이 넘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했고, 통역관을 동행해야 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야 했다(행 10:9-33).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와 마찬

가지로 안수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커다란 역사

였다(행 11:17). 이와 같이 강한 성령의 증거적인 역사가 필요했

던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의 방주

에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포함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마 받아 드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

넬료 가정에 내림으로써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

나님의 뜻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의 강권

80)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94쪽. 헹겔은 내시가 신체결함(신 
23:2)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개종자가 아닌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체결함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81)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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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앞에 베드로를 

고자질하여 문제삼았으며, 또 베드로는 교회 앞에서 자신을 변

호(행 11:1-18)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만큼 히브리파 유대인들

에게 이방인의 구원문제는 받아드리기 힘든 숙제였으며, 세계선

교를 위한 그릇이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가정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베

드로가 가진 사도권의 승인아래서(마 16:19)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고넬료의 기도시간과 베드로의 기

도시간들에 맞춰져서 이루어졌다(행 10:3,9,30)는 것이 누가의 이

해였으며 확신이었다.

3. 안디옥과 선교지역교회 설립과정과 전개
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스데반의 종교적 갈등

아람어를 쓰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세계 선교

의 그릇들은 베드로와 요한 등의 인물에서 점차 빌립과 스

데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로 교체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연인물의 교체는 ‘배척’이라는 박해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위기는 6장에 나오는 

본토출생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

들(디아스포라)간에 발생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82)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본토출생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었다. 이들이 외국태생의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대접한데

서 불평이 생겨났고, 그래서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

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83)

82)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8쪽.
83)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5쪽;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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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헬

라파 유대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두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84) 후에 바울 사도가 된 사

울과 스데반이 부딪힌 곳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다.85) 이곳에 출입했던 스데반이 회당 예배 때(설
교 시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86) 설교를 듣

고 난 사울은 스데반을 이단자로 간주하였다. 당시의 율법

은 이단자를 돌로 쳐죽이도록 정하고 있었다(레 20장;
24:16). 사울이 앞장을 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

데반을 돌로 치게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

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에까지 갔다가 다메섹87)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 거꾸러졌고,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

독교 역사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위기

를 바꾸어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다.88)

스데반의 순교이후 박해를 받아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

84)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 258.

85)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166쪽;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칼 호이시, 그리스도 교회사 편람, 김창길 편집(도서출판 임
마누엘, 1988), 27쪽.

86) 회당에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
할 수 있었다(Gareth L. Reese, p. 496.)

87) 이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이 4만명, 회당이 30-40개나 있었다고 전
한다.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울은 이 지역 유대인의 사법권을 가진 대제
사장의 재가를 받아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려 하였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허용
한 사법권을 동방의 여러 도시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
고 있었다. 따라서 동방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법권의 지배를 받아야 했
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악명 높은 황제들(7), 김석희 옮김(한길사,
1998), 292쪽.]

88) F. 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3), pp.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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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결같이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89) 사도

행전 11장 19-21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

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

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

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

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된 수많은 사람이 주

께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

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

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

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

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좇았다.”고 적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스말

을 사용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흩어지

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절반

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 복음

을 전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사마리아에 그리

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또 바울 일행은 외국의 선교지에서 같은 민족인 헬라파 

89)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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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

명까지도 위협을 당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다

른 도시로 피신을 할 때마다 그곳 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

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가?90)

나.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 쓰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 교회를 세우는데는 제자들

과 같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지

만, 안디옥과 같이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는 그리스어를 사

용하는 외국태생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연인물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는 베

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셨지만, 사마리아지방에서는 빌립을 들어 

쓰셨고, 해외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등을 들어 쓰셨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외선교는 무엇보다도 선교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빌립, 스데반, 바나바,

바울, 실라 등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미 세계화가 이

루어진 사람들이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

문화에 익숙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자유자재로 구

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

생의 유대인들은 배움도 짧을 뿐 아니라, 배타적이고 민족

주의적이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아니한 당대의 정치 종교적 

실권자들인 사두개파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탄압을 받았지

90) M. 디벨류스, 바울: 인물, 사상, 업적, 전경연 편역(복음주의신학총
서 17권, 1989),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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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된 것은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였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

진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91) 그리스말을 하는 이

들이 친지들이 사는 외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 이들

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그릇들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전도할 때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를 박해한 자들은 다름 아닌 자기와 같은 헬라

파 유대인들었다.

둘째, 이 천년 전 로마제국시대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

가들이 로마제국에 속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시절부터 발

달되기 시작한 도로와 항만이 있었고, 무역과 여행이 자유

로웠다.92)

유대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

았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

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93) 이들은 대부분 할례 받지 

91)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89쪽. 헹겔은 “아무데도 추방되어 흩
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추측컨대 스데반 주변에 
모여 있던 헬라말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일곱”집사들 그룹에게만 영향
이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또 헹겔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도시와 유대교
도들의 팔레스틴을 떠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
그들은 디아스포라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이고, 아라멕을 말하는 토착 유대 그리
스도인들의 생활기반만큼 예루살렘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See also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13쪽.

92) F. F. Bruce,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5), pp. 122-123. See
also R. F. 호크,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 전경연 옮김(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7-29쪽.

93) 파이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최고 윤리 원칙을 따라 살며,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고 적고 있다. See
R. H. Pfeiffer, 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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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문의 개종자들(proselytes of the gate)이었는데, 사도

행전은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94)이라 

불렀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도시에서나 유대인 회당을 찾

아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

음을 받아 드려 기독교에 개종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선교가 세계 도처

에 이루어졌다.95)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터키 중남부 지

역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파하였다.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서

와 선지서를 낭독96)한 후에 회장당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

원자가 설교를 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

의 지명을 받고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청중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들”(Men of Israel, and you that fear God, 행 13:16,26)이

라 하였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기 청중을 이

Apocrypha(R. H. 파이퍼,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
화원, 1977), 123쪽.

94) 바울: 인물, 사상, 업적, 64쪽. 브루스는 “당시의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교 공동체로 완전히 개종하여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서 보여지는 유일신 사상과 또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의 윤리적인 기준에 호감
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 참석하며 헬라어로 읽는 성경
과 기도에 꽤 정통하기도 했다. 또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나 음식 규례 등을 세
심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다”[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60쪽.]고 적
고 있다.

95) Paul & His Converts: How Paul Nurtures the Churches He Planted, p.
40.

96) 이 경우 보통 통역을 해준다. 회당 예배 때, 기도 후 그 주 안식일을 
위해 율법에서 발췌한 성구를 낭독한다. 그러면 통역관이 한 절씩 한 절씩 아
람어로 번역한다. 모세오경은 154개의 발췌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되돌아온다. 이것이 끝나면, 예언서에서 발췌한 성구가 낭독된다. 통역관
은 삼개절씩 묶어서 의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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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부른 반면에, 누가는 뒷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들”을 지칭할 때, 고넬료를 제외하고는(행 10:22,35)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Judaism)이란 말로 대신하였다

(행 13:43,50; 17:4,17).

그러면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

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두 민

족 집단이란 말인가?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가가 13장 

43절에서 이들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한다. 자

의든 타의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 살았던 사람

들이다. 이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히브리어 구약성경보다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가장(家長) 열 명 이상

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97)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출

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도 출

입했다는 점이다. 이들 유대교 회당에 출입했던 헬라인들을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Judaism)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행 13:43)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들 이방인 개종자들을 ‘의의 개종

97) Gareth L. Reese, pp. 345, 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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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Proselyte of righteousness)와 ‘문의 개종자’(Proselyte of

the gate)로 나누어 구분하였다.98)

‘의의 개종자’99)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

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종자는 한 분 참 하나님과 모세

의 율법과 율법의 가르침과 모든 유대교 의식을 완전히 받

아드린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문의 개종자’100) 역시 유대

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며 유대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헬라인

을 말한다.101)

하나님 경외자는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

도하는”(행 10:2)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자는 유대

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식일 법이나 절기법에 얽매이

지 않는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할례를 받아야할 의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람들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행 10:1-3) 말고도 고린도에 사는 

디도 유스도(행 18:7)가 있었다.102)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집에서 고린

도 교회를 시작하였다. 빌립보에는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

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행 16:14)103)가 있었다. 루디

아는 여성으로써 바울 일행을 청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

였다(행 16:15).

98) Gareth L. Reese, p. 54. See also L. Edsil Dale, Acts
Comments(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p. 29.

99) 그냥 ‘개종자’라 부른다.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 부른다.
101)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 pp. 217-220.
102) 사도행전 연구, 187쪽.
103) 사도행전 연구,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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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

이 바울의 선교지역에 많았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로 입증이 

되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매안

데르(Maeander) 강의 지류와 

동서를 잇는 큰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145KM 가량 떨어진 

곳(서머나에서는 남동쪽으로 

217KM 정도)에 바울 당시 이

미 200년이나 된 고대도시 아

프로디시아스(Aphrodisias)가 

자리잡고 있었다.104) 아프로디

시아스 근처에는 동쪽으로 라

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남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도시들은 바울의 

제1차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

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및 

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 

지역과 제3차 선교지였던 에베

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

었다.

또 바울을 본적이 있는 파피

아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감독을 지냈을 만큼 아프로디시아

스 인근 도시들에는 1세기 때부터 교회들이 들어서 있었

고,105)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에 아프로디시아스의 

감독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인근의 다른 도시들에서

104)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105)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Penguin Books, 1984), pp. 88-89, 1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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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시아스에도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졌

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06)

이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2세기경에 유대인 회당을 건

립하면서 후원자 명단을 새겨 건립하였던 대리석 기념비 하

나가 1977년에 발굴되었다.
이 기념비에는 유대인 69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4

명과 개종자 3명의 이름이 그들의 직업과 함께 새겨져 있었

다(이들은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 가운

데는 기도와 율법연구와 구제활동에 특별히 헌신하는 '데카

니'(A면)라는 그룹이 따로 있었는데, 이에 소속된 유대인이 

69명 가운데 16명, 하나님 경외자가 54명 가운데 2명, 개종

자 3명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좌측의 그림 A면은 '데카니

' 그룹에 속한 자들의 명단이고, B면은 '데카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명단이다.).
하나님 경외자들 가운데 9명이 시의회 의원들이었고, 13

명이 기능공들이었으며, 1명이 운동선수였다.107)

이 기념비의 발굴로 말미암아 바울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

전의 신빙성이 한층 더 높여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각보

다 훨씬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을 다니며, 하나

님을 믿었다는 귀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

아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헬라인들)을 대상으로(행 

17:17) 말씀을 강론하거나 변론하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

106) Edward M. Blaiklock, R. K. Harrison, and David R. Douglass,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o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107) Lewis A. Foster,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pp.
374-376; Joyce Reynolds and Robert Tannenbaum,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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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그리스도로 믿도록 권면하였다(행 18:4).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얻으면(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운

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았다고 했다. 행 

13:43) 믿는 이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

작하였다(행 18:7).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

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8).

그러면 바울은 이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여 에베소에 이르렀

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 지역이 매안데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큰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어서 이 길을 따라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행 19: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지역을 통과했는가에 있지 

않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역에 헬

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들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단

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

한 헬라인들이 바울 일행의 최우선 전도목표였다는 것이다.

다. 선교팀 분열과 교회간의 교리적인 갈등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으셨다. 안디옥 교회가 다른 나라들

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

령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

며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교여행 중에 마가가 팀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서 제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져 출발하는 분열의 아

픔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열은 결국 두 개의 선교팀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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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선교지에는 많

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선교로 복음의 씨앗은 문

화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거침없이 뿌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

에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사도

들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예루살렘 교

회의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정통교회로 승인했던 것이다(15

장).

결론

이제까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준비된 그릇들’과 ‘선교교회들에 대한 

사도들의 승인’이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추후에 세워진 선교교회들(사마리아 교회, 고넬료 가

정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선교보고를 받은)의 정

통시비를 가리는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인 영토주의 또는 폐쇄적인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고, 당대의 문명세계에 친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계 선

교에 기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과 더불어 교회도 사실상 거점을 잃게 되었다.

선교는 처음부터 세계문명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

의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불굴의 믿음과 열린 선교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은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어떠해야할 것인가를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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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七人의 選擇

1. 그 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6:1)

교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정교회들을 중심으로 모였

을 것이다. 다함께 모일 때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이용했을 

것이다.

2. 헬라파 유대인(6:1)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틴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헬라어

를 사용한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팔레스틴에 돌아와서도 

70인역 헬라어 개역 성경을 사용하였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Diaspora) 즉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알렉산더 대

왕의 세계정복 이후 헬레니즘 영향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70인역 성경을 LXX로 표기하거나 셉투아진트(Septuagint)라고 

부른다. 이 성경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성경에는 외경들도 포함되

어 있다. 전승에 의하면, 70(혹은 72)인의 학자들이 프톨레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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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델푸스 통치시대인 주전 284-247년 사이에 이집트 알렉산드리

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전한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지원아래 이스라엘 12지

파에서 6인씩 선발된 72인이 알렉산드리아 근방에 있는 바로스 

섬에 모여 72일 동안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전한

다. 아무튼 70인역 성경은 모세오경이 직역되어 정확한 반면에,

예언서에서 성문서로 옮겨 갈수록 의역된 부분이 많고 번역도 

허술하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70인역이 동일한 번역자들

에 의해서 동일한 시기에 번역되었다기보다는 모세오경이 70인

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그 후에 여러 시기에 각기 다른 번역자

들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이들의 상당수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점과 신약성경을 기록한 상당수의 저자들이 헬라

어 개역 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3. 히브리파 유대인(6:1)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틴에서 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회당에서 사용하

였고,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 젖어 산 사람들이다. 베드로와 야

고보가 대표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4.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6:1)

‘원망’의 근원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

이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

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발전되면서 이질적인 두 문화권 사이에 

표출된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갈등은 나중에 ‘율법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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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교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5. 일곱을 택하라(6:3)

여기서 뽑힌 ‘일곱’ 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들 칠 인을 집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집사는 아니다. 2절에 “공궤를 일삼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διακονείν’이란 부정사로서 ‘테이블을 섬긴

다’ 즉 ‘음식 수발을 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디아코노스(διάκον

ος)란 명사가 나왔다. 이 말은 남이 시킨 일을 수행하는 ‘종,’

‘종업원,’ ‘시중원,’ ‘섬기는 자’ 등의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말은 때때로 ‘집사,’ ‘일군,’ ‘섬기는 자’(목사) 등으로 쓰인

다. 예수도 디아코노스요, 사도들도 디아코노스요, 모든 성도가 

디아코노스이다. 따라서 칠 인을 집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바

울이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언급한 최초의 때는 주후 62년이

다(빌 1:1). 초대교회가 말하는 집사는 평신도 직분이기보다는 사

제 직분의 하나인 부사제를 의미할 수 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뵈뵈가 “교회의 일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일군’은 디아코노스이다. 그렇다고 뵈뵈를 여집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뵈뵈는 바울의 조력군(προστάτις)이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주후 112년경에 플리니가 트라쟌 황제

에게 쓴 편지에서 비두니아 지역의 두 여집사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다.

6. 안수(6:6)

안수는 구약시대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창 

48:13-20). 그 밖에도 안수는 인간의 죄를 희생제물로 옮기기 위

해서(레 1:4), 새로운 책임을 위임하기 위해서(민 27:23; 행 6:6;

13:3; 딤전 5:22), 치유를 위해서(막 1:41; 행 28:8), 영적인 은사

를 받게 하기 위해서(행 8:17; 19:6; 딤전 4:14; 딤후 1:6)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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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會와 組織 ▣

1. 교회

정의--‘교회’란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 한다.　이 말
은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뜻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유이며(행 20:28),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27; 엡 1:23,
4:12, 5: 30).

구성원--교회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가 최
초로 쓰인 곳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이 말의 
중요성은 소속감에 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에
게 속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마 16:16), 그 분을 생명의 구세주로 자신의 중
심에 모신 사람을 말한다(롬 8:9). 이렇게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예수
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을”(롬 10:9) 믿는 자들이다.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롬 8:1)를 말하기도 한다.

기초--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예수께서도 베드로의 “주는 그
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다(마 16:18).
따라서 성서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성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적,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신
앙고백과 같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긴 책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그리
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요, 헌법이다.

머리--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그 자체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
신다(골 1:18). 앞에서 살펴 본대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를 말하고, 신자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 
즉 몸의 지체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롬 8:1)를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
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행 20:28) 그의 소유
됨과, “그리스도의 몸”(엡 4:12)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됨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몸이며, 이 몸의 머리 또는 교회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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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그리스도이다.

2. 장로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장로의 유래는 장로라는 말이 성서 창세기에 이미 쓰여진 것만 보더
라도(창 50:7), 그 역사가 인간의 집단 거주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민중을 지도
하기 위해서 뽑힌 70인 장로들과(민 11:16-30) 신약시대의 공회원 70인 
장로들, 그리고 지방공회원의 장로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히브리 민
족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예수를 재판한 것도 이들이었다
(마 26:57-21:1).

초대교회의 장로 직분의 유사성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로 직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당의(지방공회원) 장로들은 지방법관들이나 다
름없었으며(눅 7:3), 회당 업무를 관리하였고, 파문의 권한도 가지고 있
었다. 회당이 예배, 교육, 재판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회
당의 장로들은 회당원들의 종교, 교육, 윤리 문제를 다루는 지방유지였
음을 알 수 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식과 제도는 회당의 그
것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 장로들 가운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
었다(행 15:1-6, 22-23; 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이방인들에게 복음
을 전파한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
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고 했는데(행 14:23), 이것이 오늘날 그
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는 유래가 된 것으로 안다.

이들 장로들의 임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
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
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
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딤전 5:17).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장
로의 임무는 양무리를 치고 감독하는 목양과 치리와 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상에 나타난 장로에 관한 기록이나 변천을 보면, 장로 직책은 
평신도의 직책이 아닌 사제 계급으로 발전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천
주교회, 영국 성공회, 감독교회, 미국 감리교회, 독일 개신교회들에서 
장로는 사제 계급인 정회원 목사를 말한다. 사제(priest)라는 말도 장로
(presbyter)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믿어진다.

아무튼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도나 선지자들 또는 준 사도들
의 순회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이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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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적으로 개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생존되어 왔으며, 2세기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장로회의 
당회장 격인 감독(현재의 목사에 해당됨)의 위치에 서면서 오늘날의 목
사 개념의 목회자로 변천되어 왔다. 초대 교회사를 보더라도, 사제들은 
장로나 감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사람은 종교 개혁가 마르틴 부쳐
(Martin Bucer/1491-1551)였다. 그는 또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
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현재 개신교의 장로 직책은 사제 
계급이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이후 장로 직분
을 평신도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인으로 양성된 목회자들이 
성서 시대의 사도나 선지자들 또는 준 사도들의 순회교육의 역할을 대
신하면서 동시에 당회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장로들은 장로
회를 구성하여 목회자를 도우며,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감독, 치리,
교육, 목양하는 일을 담당한다.

장로 직분의 자격은 집사 직분의 자격과 비슷하며, 장로나 집사 직
분의 자격이나 임무는 또한 목회자의 임무이며 자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의 장로나 집사의 안수는 사제가 아닌 평신
도 지도자 또는 봉사자로서 임명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집사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집사 직분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직분으로서 사용된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성구는 단지 두 곳뿐이다.
바울이 집사라는 말을 최초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용했으며, 이는 
교회가 주후 30년에 세워진지 32년이 흐른 62년경이었다. 그후 67년경
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13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부정사의 형태로 ‘공궤를 일삼다’ 또는 
‘섬기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이 동사에서 유래된 명
사가 바로 ‘종,’ ‘종업원,’ ‘시중원,’ ‘섬기는 자’ 등이며, 이 말이 또
한 ‘집사,’ ‘일군,’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었다. 사도행전 6장
에 나타난 칠인의 사역이 집사 직분이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
나 그와 유사한 일을 감당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들 칠 인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며, 모두 남자들이었다.

역사상에 나타난 집사에 관한 기록이나 변천을 보면, 집사나 장로들
의 직책은 평신도의 직책이 아닌 사제 계급으로 발전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천주교회, 영국 성공회, 감독교회, 미국 감리교회, 독일 개신
교회들에서 집사는 사제 계급인 부제를 말한다. 부제의 임무는 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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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성직이다. 사제가 없는 교회에서는 부제가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최근 천주교에서는 부제직을 ‘봉사자’직으로 바꾸기 시작했으며, 원하
면 결혼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집사 직분을 평신도 직분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 집사의 직분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며, 예배를 돕거나, 목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한정시키고 
있다. 현재 개신교회의 제도하에서는 집사가 결코 부제가 아니다.

성서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
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행 6:3). 단정한 자, 일
구이언하지 아니 하는 자,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이를 탐
하지 아니 하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또한 직분에 임명될 자
는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딤전 3:8-13).

7. 스데반의 사역(6:8-15)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

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행한 성령의 역사에는 사도들의 것에 

비해 열등하다. 사도들은 안수 없이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성령

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은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

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

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8. 리버디노(6:9)

‘리버디노’는 유대인 해방 노예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일 것이

다. 예루살렘에 그들 소유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에 끌러간 유대인들의 노예는 프톨레미 라구스(Ptole-

my Lagus/주전 312년) 때와 폼페이(Pompey/주전 63년) 때로 

나타나 있다.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러간 노예들은 해

방된 후에 알렉산드리아와 구레네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폼

페이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

러나 이들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히브리파 회당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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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치 못하고, 자신들의 회당을 건립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코드베리(Cadbury)에 의하면, 적어도 2개의 헬라파 유대인 회

당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나는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회당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길리기아

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말한다.

9.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6:11)

스데반이 7장 48-49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라고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스데반은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

까지 공격한 것이 되었다.

▣ 會堂의 起源과 禮拜 ▣

1. 회당의 기원

성전은 하나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와 바벨론에 성전이 있었
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성전들이다. 이집트의 성전은 사
독 계열의 제사장 오니아스 4세가 프톨레미 6세의 허락으로 레온토폴
리스에 성전을 건축한 후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폐쇄
되기까지 230년간 존속되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건축되었으나 요
한 힐카누스(134-104B.C.)가 파괴하였다(128B.C).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의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정치적인 이데올
로기로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605-432B.C.) 성전에서 하나
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시
편 74:8). 주로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생겼다. 예배는 우리 시간으로 금
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드렸다.108) 회당은 지방법정으로도 사용됐
다. 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혹은 팔레스타인)에 약 480여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회당(συναγωγή)이란 말은 σύν(함께)과 ἄγω(인도하다. 데려가다)의 합

108).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이 빠른 저녁 해질 때부터 시
작된다. 따라서 유대인의 안식일 예배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과 그 다음
날 오전에 드려진다. 참고로 회교는 금요일에, 기독교는 일요일에 예배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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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이다. 회당은 가장(家長)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설립할 수 있었다. 구약성서에서는 회당이란 말이 시편 74편 8절에 한
번 나온다. 교회와 유대교와의 완전한 분리는 90년대에 회당의 랍비들
이 회당내 ‘나사렛인들’을 파문한 때부터로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주간에 회당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는데, 교과서는 주
로 구약성서였다. 6살에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웠고, 10살에 미쉬나
를, 15살에 가마라를 배웠다.

2. 회당의 구조

회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방은 기도, 설교, 공중예배의 
사무실, 그리고 다른 방은 배운 사람들의 모임, 종교와 훈련에 관한 질
의응답, 교육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를 벹하
크네셑(Bet-ha-Cneset/회당, 집회소), 강의를 하던 곳은 벹하미드라쉬
(Bet-ha-Midrash/서재)라고 부른다. 번창하는 지역에 있던 회당들은 시
기와 장소에 따라 훌륭한 건축양식과 장식을 갖추었다. 필수적인 기구
는 성경궤, 휘장막, 단, 강단, 등, 촛대, 회중석109) 등이였다.

3. 회당의 직원들

장로들--지방공회원들이었다(눅 7:3). 회당업무를 관리하는 위원들이

109). 회중석에는 13세 이상의 남성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13세가 되는 
소년은 바르 미츠바(Bar Mitzvah)라 하여 민얀(minyan)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유대교에서는 13세 이상의 소년을 종교적인 성인으로 간
주하였다. 유대인을 알고 싶다 35-37쪽.

성 경 궤

휘 장

단 여성과 어린이 회중석

강 단

장 로 석

회중석(13세 이상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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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파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가 바리새파에 속하였
다.

회당장--회당장은 장로 가운데 선출되었다. 예배의식이나 설교, 성경
봉독 등을 책임지고 배정하며, 회당의 질서와 토의를 주재하였다(막 
5:22; 행 13:15).

회당시중--회당의 조명이나 청결을 책임졌으며, 회당에서 정한 처벌
을 집행하기도 하였다(마 10:17; 23:34; 막 13:9; 행 22:19). 임금을 받았
다(눅 4:20). 예배 중에는 성경을 꺼내어 봉독자에게 전달하고, 봉독이 
끝나면 궤에 넣는 일도 하였다(눅 4:20).

회중대표--임시직이었다. 회당장에 의해서 매 모임에서 선출된다.
통역관--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는 일을 하였다(고전 

14:28). 임시직이었다.

4. 회당 예배

회당 예배는 매 안식일마다 조금씩 다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
행되었다.

쉐마(Shema)의 암송--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일종의 신앙고백이다(신 
6:4-9; 11: 13-21; 민 15:37-41).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된다.

기도--가장 중요한 기도는 쉐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 즉 열 여
덟 가지 찬양이다. 이를 한 주기라 한다.

율법과 선지서의 낭독--기도후 그 주 안식일을 위해 율법에서 발췌
한 성구를 낭독한다. 그러면 통역관이 한 절씩 한 절씩 아람어로 번역
한다. 모세오경은 154개의 발췌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3년마다 한번씩 
되돌아온다. 이것이 끝나면, 예언서에서 발췌한 성구가 낭독된다. 통역
관은 삼개절씩 묶어서 의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설교--성경 낭독후 설교가 뒤따랐다. 처음에는 강해 또는 주석 설교
였던 것이 점차 신앙중심으로 흘렀다. 설교는 회당장이 지명을 하거나 
자원자가 하였다.

축도--설교후 축복이 있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나 회당장이 하였
고,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민 6:24-26).110)

第7章 스데반의 說敎와 殉敎(34年)

1. 스데반의 설교

110). Gareth L. Reese, pp. 345, 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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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경우(하나님 강조/7:1-16)

(2)이집트에서의 모세의 경우(모세 강조/7:17-29)
(3)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경우(율법강조/7:30-43)

(4)장막과 성전의 경우(성전강조/7:44-50)

(5)적용(주제/7:51-53)
(6)스데반이 돌에 맞음(7:54-60)

2. 스데반의 설교 요지
(1)변증적인 설교였다. 기독교 변증의 선구적인 장이다.

(2)하나님의 임재는 국지적이 아니다(5,15,48절).

(3)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언제나 거절하였다(9,25,27,52절).
(4)스데반의 설교에는 세계 선교의 뜻이 들어 있다.

(5)스데반의 설교는 히브리서의 견해나 접근방식에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 스데반의 說敎 內容과 舊約聖書와의 問題點 ▣

1. 7장 4절

문제--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4절). 그러나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검토해 볼 때,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추정
된다. 창세기에 의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출생하였으며(창 
11:26),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고(창 11:32),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데라의 나이 145세 때이기 때문이다(창 12:4). 그러나 스데반
의 증언대로라면, 아브라함은 13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 된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을 70세에 출생했기 때문이다(205-70=135). 창
세기와 사도행전의 내용이 불일치 하는가?

답변--첫째, 이런 증언의 차이점은 필사가의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
다. 사마리아인 모세오경에는 데라가 145세 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창 11:26). 그러나 아브라함이 맨 먼저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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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모세와 아론
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출생
했지만,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란이 장자였다.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령층이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홀의 손녀와 결혼했다. 결
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75세에 떠났고(창 12:4), 데라는 아브라함
을 130세에 낳았다(205-75=130).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홀의 
형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창 22:20, 23; 24:15, 27, 48), 이것은 ‘형
제’( )라는 말을 ‘동생’으로 잘못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제라
는 말이 동생이란 말로 둔갑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홀이나 하란
보다 앞에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홀이나 하란보다 연장자일 것
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이다.

2. 7장 6절

문제--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것
으로 증언하고 있다(6절). 창세기 15장 13-14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
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를 430년으로 보고 있고, 야
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 탈출 때까지를 215년으로 보고 있다.

답변(215년설)--첫째, 언약 때부터 이집트 입국 때까지가 215년이 된
다. 이삭이 출생하기 25년전에 약속을 받았고(창 12:4; 21:5), 야곱의 출
생은 이삭이 60세 때였다(창 24:26).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입국하였
다(창 47:9). 따라서 25+60+130=215년이다. 둘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
리아 사본, 캅틱 개역, 그리고 사마리아인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가나안 지방
과 이집트에서의 거주 기간이 모두 430년이라는 뜻이다. 셋째, 4대의 
족보로는 215년 이상이 될 수 없다(창 15:16). 창세기 46장 8, 11절에 
의하면, 야곱이 레위를 낳았고, 레위가 그핫을 낳았고, 그핫은 아므람
을 낳았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다. 그핫은 133세를 살았고,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으며, 모세는 80세에 바로 앞에 섰다. 따라서 4대로는 400
년이 산출될 수 없다(출 6:18,20; 7:7).

3) 답변(400년설)--첫째, 출애굽기 12장 40절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언급하고 있다. 둘째, 역대기상 7장 22-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
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10세대를 열거하고 있다(요셉→
에브라임→레셉→델라→다한→라단→암미훗→엘리사마→눈→여호수아).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400년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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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족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란 매우 어렵
다. 성서는 정확한 역사책이 아니라, 신학서이이다. 이들 족보와 연대
는 신학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3. 7장 14절

창세기 46장 26-27절에는 이집트에 입국한 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
는 반면, 스데반은 75명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구약의 헬라어 성경
에 따른 것이다. 이 75명은 므낫세의 아들과 손자 한 명, 에브라임의 
두 아들과 손자 하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의 두 아들이다.

이집트에 입국한 인원을 70명으로 보는 견해는 역사적인 숫자에 근
거하였다기보다는 다분히 신학적인 해석인 것 같다. 성서에 따르면, 이 
70명의 인원 속에는 야곱의 남녀 자손들이 포함된 반면, 야곱의 자부
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야곱+66명(야곱의 남녀 자손은 포함되고 자
부는 제외됨)+요셉+므낫세+에브라임=70명.

4. 7장 16절

문제--창세기 50장 13절은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힌 
것으로 적고 있다. 이 굴은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산 것이다(창 
23:16). 요셉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수 
24:32; 창 33:19). 그러나 스데반은 야곱이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보도
하였다.

답변--첫째, 죤 맥가비는 “옮기어”의 주어는 복수 “우리 조상들”이므
로 야곱이 세겜 하몰의 자손들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
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여호수아 24장 32절대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혔고, 12지파의 족장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세겜 땅에 
묻혔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그리슨 아쳐(Gleason Archer)는 땅 
매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서에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무덤을 샀다는 말이 없으나, 스데반은 
구전을 인용했을 것으로 본다. 창세기 12장 6-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
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단을 쌓았는데 그 때 아마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나무 주변을 샀을지도 모른다. 그 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 
땅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 땅은 전 주인에게 돌아갔을 것이고, 야곱이 
그 땅을 다시 샀을 가능성이 높다(창 33:19)는 것이다. 창세기 21장 
27-30절에서 아브라함이 산 브엘세바 우물을 창세기 26장 28-31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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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고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111)

▣ 57쪽 오순절에 대한 보충 연구▣

구약과 신약체결의 공통점 (구약은 신약체결의 모형) 

히브리인들이 지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성력으로 셋

째 달(시반) 6일이었다. 첫째 달(니산) 15일이 시작되는 첫 유월

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한 히브리

인들은 같은 날 아침에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만에

(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

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 째가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

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

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이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를 세우신 날도 오순절 날(30년 5월 28일)이다. 이날 

아침 9시경에 성령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 하셨고, 베

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케뤼그마) 혹은 기록된 말씀들(신약성경)이 신약

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30년 4월 7일)에 마치 유월절 양의 희생

처럼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리고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

111). Gareth L. Reese, pp. 3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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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죽음이란 바다를 건너셨다. 또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

에 머물렀던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지 40여일 만에 시내 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10일간은 교회공동체가 출

범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 산에 당도하

여 5일간 계약식을 준비했던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날

은 구약과 신약이 체결된 의미가 큰 날이다.

첫 오순절 날 구약공동체(이스라엘)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임재 하셨듯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

절 날 신약공동체(기독교)가 탄생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 하셨다.



B. 猶大와 사마리아의 證據(8:4-12:25)

第8章 빌립의 사마리아 福音 傳道

1.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8:1-4)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적신호가 되었다. 브루스는 

공격의 표적이 교회 내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1)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에 신로마시(Aelia Capitolina)를 

세우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회였다.

2-5장까지의 박해는 사두개인들에 의한 것이었으나, 6-8장에서

의 박해는 바리새인 사울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시키려 했다.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자 기독교 복음

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스데반은 사실 무죄였으나 

사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사울의 행동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신 13:7-10).

▣ 世界 宣敎와 하나님의 攝理▣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과정을 적은 것
이 사도행전이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 색채가 강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다. 이들 가운데서도 특히 베드로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지대하
였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성경을 읽
고 아람어를 사용하며 회당에서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던 본토인들이었
다. 복음은 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1).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이용복, 장동민 옮김(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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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어 개역 성경을 읽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디아스포라(교포)들도 포
함되었다. 베드로를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복음
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다.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 이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보도가 사도행전에는 거의 없다. 심
지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파하
지 않았다.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순전히 타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간 것도 
디아스포라였던 빌립의 전도 때문이었다. 교회가 창립되고 10여 년이 
흐른 주후 40년경까지를 살펴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
가 창립되고, 그들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
아들이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에티오피아 
내시(개종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 깊
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스데
반과 바울이 부딪힌 곳도 바로 이들이 출입하는 회당에서였다.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 중심이 된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서 저질러진 범죄였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데 세계 선교는 바로 이들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를 구사하며 외국
에서 교육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흩어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였
다. 나중에는 같은 헬라파 유대인 바울이 개종하여 바나바를 돕게 되
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도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 당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하여 하
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할례 받지 아니한 문의 개종자들
이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
였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도시에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 전
도를 했는데,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 드려 기독교에 
개종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
다. 그리고 바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
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서 시
작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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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
던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히브리파 유대인 베
드로를 택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 바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하
나님의 경륜 때문이었을 것이다.

▣ 異端이란 무엇인가? ▣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란 그리 쉽지 않다. 종교개혁 당시 루

터교회는 천주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이단이었고, 초대교회 당
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정통에서 벗
어난 이단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교황
은 루터를 파문시켰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예수를 위한 유대인 복
음 조직을 건전한 선교 단체로 간주하여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를 아끼
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악한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 때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천주교회도 오늘날은 오히려 일부 개
신교회들에 의해서 비정통 내지는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한 시대의 문화 사회가 수용하는 종교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서 이단도 만들어지고, 정통도 만들어진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하는 것
이다.

이단(cult)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숭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단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교와 사교, 정통
과 비정통과 같은 어휘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교(異敎)란 그리스도의 교회와 전혀 다른 전통 종교 즉 불교, 유
교, 힌두교와 같은 주요 종교를 말하며, 사교(邪敎)란 그리스도의 교회
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秘敎的/occult) 성격을 띤 무교(巫敎),
옴진리교, 다윗교, 인민사원교, 오대양교, 심령과학, 사탄교, 섹스교, 천
국의 문, 뉴에이지 운동 등과 같이 주로 사탄의 작태에 의한 죽은 영
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형태의 사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이단(異端)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은 다른 사이비(似而非) 교단을 말하며,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통일교, 여호와 증인, 천부교(전도관), 승리제단, 몰
몬교, 엘리야 제단과 같은 비정통교회를 말한다.

정통교회란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서적 진리로 믿고 
고백한 구원과 결부된 교리적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 삼
위일체론과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천주교회를 이단으로 간
주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의 많은 비성서적인 가르침 때문에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비정통으로 간주하여 친교하지 않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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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그들의 분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결부된 전통적인 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이란 이름 아래 제
한된 친교를 나누고 있다.

이단의 특성으로는 일인숭배체제, 적대의식, 배타의식, 율법주의, 주
관주의, 피해의식, 획일성, 비밀주의, 반계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모
든 이단 그룹이 다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 그룹들은 그들의 비교적(秘敎的)인 특성 때문에 매우 율법적이고,
주관적이며,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교주를 중심세력으로 엘리
트의식과 피해의식으로 굳게 뭉치며, 그들 교리로 신자들을 세뇌시키
고 있다.

2. 빌립의 사역/ 사마리아 교회 창립(8:5-13)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로 뽑힌 칠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빌립에 관한 누가의 정보는 58년

경 빌립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일 것이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전도자로 사역한 것 같다. 그는 최초의 평신

도 전도자 였다(8:4; 21:8).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평신도 전도체

제였다.

사마리아인들은 틔기였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점령국 

앗수르 사람들과의 혼혈아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다. 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

적 우월주의에서 나온 정통성 시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민족적 종교적으로 대단한 감정 대립을 하

고 있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의 전도와 능력의 행

함은 국민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였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솔로몬의 사후(주전 930년) 왕국이 북 이스

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면서 분열하였다. 북 왕국은 주전 722
년에 앗수르왕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하였고, 사르곤은 이스라

엘인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후 종교개혁가들인 히스기

야 때(주전 715-686년/유다왕국/대하 30:1이하)와 요시아 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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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640-609년/유다왕국/왕하 23:15이하)에 종교적 통합과 화해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화해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

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후(요 4:20)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2)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종적 종교적 혼혈족으로 간주하였

다. 앗수르 침략이후 사마리아에는 혼족 혼교를 가져 왔다. 그 

후 혼교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역 감정은 누그

러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분열의 원인이 되는 성전을 파괴하였다. 주전 63년 이후 로마의 

정복 아래서 사마리아는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지역감정

은 여전히 남았다.

3.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강림(8:14-25)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것은 칠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또 그의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중생이 먼저 있고 나중에 성령으로의 세

례가 주어진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여기서 언급된 성령강림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를 의미한다

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씻음

과 새롭게 하는 중생을 체험하였으나 성령의 은사는 아직 내리

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성령

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2:11).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의 역사에는 방언이 언급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성령 내리심의 증거로 방언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능력의 종 빌립이 사마리아인들 앞

2). 요세푸스. 고대사 xi.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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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에

게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늘로서 직접 안

수 없이 내린 성령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는

데,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고 하면, 그들이 사

마리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된다. 빌립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안수

하여 나누어 줄 수 없었다. 만일 빌립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

다면, 사도들의 내왕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빌립이나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었다. 그러나 안수 받기 이전에는 능력을 행사한 일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마리아 교회에 내린 성령강림도 

사마리아 교회 창립을 위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표적의 역사였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4. 사도행전에서의 회심체험의 과정(8:26-40)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오순절
(2:1-41)

이 말을 
듣고(37a)

우리가 어찌 
할꼬(37b)

회개하여
(38a)

세례를 받고
(38b)

사마리아인
(8:5-13)

빌립의 말도 
듣고(6a)

저희가 믿고
(12a)

다 세례를 
받으니(12b)

에티오피아
인(8:26-40)

복음을 
전하니(35)

내가 믿으니
(37a)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37b)

세례를 주고
(38b)

사울
(9:1-18)

들으매
(4-6)

주여 뉘시 

오니이까(5a)
식음을 전폐 
하니라(9)

일어나 세례 
받고(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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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넬료
(10:1-48)

듣고자 하여 
(3)

믿는 사람들 
이 다(43b)

세례를 주라
(48b)

루디아
(16:12-15)

여자들에 게 
말하니(13b)

바울의 말을 

청종(14)
다 세례를 
받고(15a)

빌립보
간수

(16:25-34)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32

)

믿었으므로 
(31, 34)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30)

세례를  
받은 후(33)

고린도인
(18:8)

듣고(8) 믿고(8) 세례를 
받더라(8)

사도행전에 나타난 회심의 과정을 보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第9章 바울의 改宗

1. 사울의 회심(9:1-31)
(1) 바울의 청소년 시절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길리기아 다소

에서 출생하였다(23:3, 26). 다소는 주전 64년 이후 로마의 자유

시가 되었다. 다소는 학문의 명소로서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곳이었다. 헬라 학교 교사들은 주로 소요학파로서 헬

라철학을 강의하였다. 소요학파란 아리스토틀(Aristotle)이 리케

움(Lyceum) 동산을 거닐면서 문화생들을 가르친 데서 연유되었

다. 학생들은 긴 행각이나 시장 또는 거리를 거닐면서 공부하였

다.

유대인의 교육은 회당에서 이루어 졌다. 6살 때부터 모세오경,

쓰기,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살에는 미쉬나를 배웠다. 미쉬

나는 바울 당시 구전의 형태였다. 교육 방법은 암기가 위주였다.

“훌륭한 학생은 새지 않는 샘과 같다” 라고 어느 랍비는 말하고 

있다. 15살이 되면, 가마라를 공부하였다. 유대인들은 또 자녀들

에게 무역(상업)을 가르쳤다(18:3).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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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았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예수의 비유

가 주로 농부, 목자, 포도밭과 같은 전원생활과 관련이 많은 반

면, 바울의 비유는 주로 경주, 전투, 군사용어, 건축가, 채무자,

노예, 시 등을 인용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난다(17:28; 고전 

15:53; 딛 1:12).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공부하였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하생

이었다. 볼레스(Boles)에 의하면, 유대인의 부모들은 12살이 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바울도 12살에 예루살렘

에 유학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청소년 시절 

8-10년간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

기 전 어느 때에 다소에 돌아갔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

시 예루살렘에 돌아 왔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때의 나이가 약 

30여세 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기반으로 연대를 작성해 본다

면, 주후 4년경에 출생해서 16년경에 가말리엘 문하생이 되었고,

26년경에 다소로 돌아가 34년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것이다

(22:3; 26:4).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시민이었다(행 22:28). 당시에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로마 이주지에 

태어나는 방법이었고, 둘째는 돈을 주고 사는 방법, 셋째는 로마

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었다.

(2) 다메섹으로의 여행(9:1-22/ 34년경)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2km 정도 떨어진 고대 시

리아의 수도였다. 폼페이에 의해서 주전 64년에 점령을 당하였

다. 유대인이 약 4만명, 회당이 약 30-40개 정도 있었다고 전한

다. 주후 66년 네로 황제 때에는 만명의 유대인이 체육장에 갇

혀 한 시간 내에 살육을 당하였으며, 만 팔천 명의 그들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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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살육을 당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소유

하고 도보로(22:16)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 

개종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를 이

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를 만

나 개종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바울은 자

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하였다

(갈 1:12이하).

(3) 아라비아에서의 수도(갈 1:17-18)

바울은 개종이후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일정 기간동안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바울은 계시를 받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4) 다메섹에 돌아옴(9:23-25/ 37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바울은 힘있

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므

로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33절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탈출을 할 때가 아레타스 

왕이 다메섹을 통치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다.

다메섹은 주전 64년에 로마에 점령되었지만, 고고학적 주화의 

발굴에 의하면, 주후 34-62년 사이에는 네로의 화상이 그려진 주

화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나바티안(Nabatean)의 왕인 아레

타스 4세(Aretas/주전 9년-주후 40년)가 티벨리우스 황제 사망

(주후 37년) 이후 다메섹을 통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다메섹에는 나바티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아레타스 왕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안디

바의 본 처는 아레타스의 딸이었다. 헤로디아(빌립의 처)와의 부

정으로 본 처는 나바티안으로 도주하고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

혼하면서 안디바와 아레타스는 몇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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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후 29년 이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는 갈

릴리의 유명한 선생 예수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5) 예루살렘에 돌아옴(9:26-31/ 갈 1:18-19)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믿는 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바나바는 바울의 지지자였다. 15일간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담

대히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를 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

해하려 하였다. 바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

로부터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소로 갔다(22:17-21).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선택되었던 것이다.3)

2. 서부 팔레스틴에서의 베드로(9:32-43)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약 42KM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베드로는 8년간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를 

고쳤다. 애니아는 헬라 이름이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룻다에서 19KM 떨

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다.

도르가의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였다. 그 뜻은 ‘영양’이다. 여기

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쓰신 ‘달리다

굼’(Talitha Cumi/막 5:41)과 같은 “다비다야 일어나라”(Tabitha

Cumi)를 쓰고 있다.

第10章 고넬료 家族의 改宗

1. 가이사랴(10:1)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항구 도시였다. 아

우구스투스 황제의 영예를 위해 가이사랴라고 이름 지었다. 유

대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인구는 주

3). Gareth L. Reese, pp. 3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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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도 살았으며,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

장이었다. 2만명이 사는 거리에서 자행된 대학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첫 사건이 되기도 했다.4)

2. 이달리아대의 백부장(10:1)
로마군단은 소대 혹은 백인대(Centuria), 대대(Cohort), 군단

(Legion)으로 구성되었으며, 1세기경에 로마 군단은 5400여명, 대

대는 800여명, 소대는 60-80여명, 중대(Maniple)는 2개 소대로 구

성되었다.

3. 경건(10:2)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fearer) 였으며, 완전 

유대교 개종자는 아니었다. 유대교에 개종하는 자는 ‘문의 개종

자’(Proselyte of the gate)와 ‘의의 개종자’(Proselyte of right-
eousness)로 나누게 되는데, 고넬료는 문의 개종자였을 것이다.

문의 개종자를 성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른다.

성서는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이방인은 다시 회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된 ‘개

종자,’ 그리고 이교인으로 분류된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

경 회당건립 후원자 명단이 적힌 기념비에는 유대인이 69명, 하

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54명, 개종자가 3명이었다고 한다. 이 보

고서는 초대교회 당시 회당을 출입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 

드린 이방인들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5)

4. 항상 기도(10:2)

4). 요세푸스. 유대전쟁 xx.18.1.
5). Lewis A. Foster,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 May 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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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시간을 말한다. 3절의 ‘제 구시’

와 9절의 ‘제 육시’는 우리 시간으로 각각 오후 3시와 정오를 

말한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5. 속된 짐승의 환상(10:9-33)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되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정결한 짐

승은 굽이 갈라진 네 발 가진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

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말한다. 따라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

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육식하는 조류, 기

는 조류, 곤충, 파충류 등은 부정한 짐승에 속한다.
여기서 속된 짐승의 환상은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수정하여 고넬료 가정에 파송코자 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만, 전통적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하고 있

었다. 유대인들은 단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접촉

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적으로 불결해진다. 엄격한 유대인은 이방

인에게서 나온 가장 일상적인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되었다. 왜

냐하면, 음식물의 일부가 부정한 것일 수도 있고, 이방신에게 제

사 드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직까

지도 사도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1:19,27-29).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었

는가?(마 7:6; 10: 5-6; 15:24; 행 11:2-3; 15:1이하; 갈 2:11이하). 하

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었다(마 28:16-20; 막 16:14-16).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만 전파되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

였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이 되어 외국에서 선교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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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유

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

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은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믿

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인 

갈등은 교회가 출범 된지 십 수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전파의 진행과정 

(1)히브리파 유대인(베드로, 야고보)→헬라파 유대인(빌립, 스데

반) 및 고넬료 가족

(2)헬라파 유대인(스데반)→헬라파 유대인(사울)

(3)헬라파 유대인(빌립)→사마리아인 및 이디오피아 내시

(4)헬라파 유대인(바울, 바나바)→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문의 

개종자들) 및 이교인 이방인

6. 베드로의 설교(10:34-43)

베드로의 설교는 아마도 최초의 통역 설교였을 것이다.6) 베드

로의 설교는 아람어의 색채가 짙게 풍기고 있다.

7.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10:44-48)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와 마찬

가지로 안수례없이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커다란 역사였다

(11:17). 이와 같이 강한 성령의 증거적인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 드릴 수 없었

을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넬료 가정에 내림은 베드로와 유대인 

6) 유세비우스, 교회사 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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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역사와 마찬가지로 침례

와 구원의 확신이 있기 이전에 내린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따라

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서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케이스의 성령의 역사

는 유대인 교회의 창립과 이방인 교회의 창립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第11章 베드로의 辨明과 안디옥 敎會

1. 베드로의 변명(11:1-18)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문제삼았다는 점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이방인의 구원

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심각했음을 엿 볼 수 있게 해준다.

2. 안디옥 교회(11:19-26)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헬라

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하나

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사도들은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헬라파 그리스도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

였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다소에서 바

울을 초청하여 팀목회를 시작하였다.

▣ 크레마티조에 對한 硏究 ▣

(1)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11:26)

‘일컬음을 받다’는 헬라어로 ‘크레마티조’(χρηματίζω)라 한다. 이 말
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근원을 찾자는 데 있다.



제2부 본문해설 B.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8:4-12:25) 157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아그립바 왕(26:28)이 쓰고 있고, 베드로 서
신(벧전 4:16)에도 나타나 있지만, 안디옥에서 불려진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우리는 이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처음 불려 졌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다. (1)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
(2)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 없이 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주장, (3)신자들 자신이 설명적이고 
타당한 이름이라고 생각되어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
다는 주장, (4)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박해자들에게 모멸의 뜻으로 불
려 졌다는 주장, 그리고 (5)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이사야 62장 2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타당성이 있고, 몇 가지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사야 62장에서 6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가 과연 ‘그
리스도인’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혀 나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에 의해서 불려 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혹 우리말의 ‘예수쟁이’ 하면 모독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와 동격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한가지 ‘크레마티조’는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수동적인 의
미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취했
다는 견해도 적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크레마티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나 바나바에 의해서 처음 불려 졌든
지, 아니면, 전혀 나쁜 의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
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2)크레마티조의 어원

크레마티조란 동사는 전혀 다른 두개의 명사, ‘말씀’(χρησμός/
oracle)과 ‘사업’(χρηματα/business)에서 유래하였다.

(3)크레마티조의 역사

크레마티조는 원래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다,’ ‘조종하다,’
‘취급하다,’ ‘협상하다,’ ‘다루다,’ ‘사업하다,’ 또는 ‘공공업무를 보
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 헬라어 문서들에서는 점차 누군가
가 ‘관여하다,’ ‘조종하다,’ ‘취급하다,’ ‘사업 또는 공공업무를 다루
다,’ ‘충고하다’ 또는 ‘공공업무를 상의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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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은 이 말이 후에 충고를 부탁하는 사람, 요구를 부탁해 온 
사람들에게 해답을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래서 몇몇 후
기 헬라어 문서들에는 충고를 부탁해 온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다든지,
사업이나 신수 등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
다는 의미로도 쓰여졌다. 이렇게 되자, 크레마티조는 공공에 비춰지는 
인물 또는 이름이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여졌다.
크레마티조는 이 때부터 업무상으로 ‘～ 이라고 불려지다,’ ‘이름이나 
직책을 받다’로 변했다.

크레마티조의 의미 변천과정을 연대, 고전, 동사분석, 의미 등의 순
서로 분류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면상 생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크레마티조의 사용을 최소한 성구와 그 뜻
만이라도 이곳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사도행전 11:26-----일컬음을 받다.
로마서 7:3---------일컬음을 받다.
마태복음 2:12,22---경고를 받는다.
히브리서 12:25-----경고하심을 받다.
히브리서 8:5-------지시하심을 받다.
누가복음 2:26------지시하심을 받다.
사도행전 10:22-----지시를 받다.

(4)번역상의 문제점

크레마티조를 능동태의 형식으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동
사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수동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의 사도행
전 11장 26절의 번역은 잘된 것이다.

(5)결론

동사 크레마티조는 원래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다,’ 또는 ‘공
공업무를 보다’는 의미였는데, 점차 그 의미가 변하여 공공에 비추어
지는 인물 또는 무슨 이름이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여졌고, 후에는 공식상으로 또는 공공연히 그 직책이 불려진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명명이나 직책을 그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불려 지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
람이 비지니스에 종사한다면, 그는 비지니스맨이라고 불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목회자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3
절의 음부(淫婦)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이와 같
은 의미에서 볼 때,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린 이름이라 
생각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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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을 의
미하는 소속감에 있다는 점이다.

3. 흉년(11:27-30)
글라우디오(주후 41-54년) 황제는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인 

아그리피나(Agrippina)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

의 아들 네로가 황제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글라우디오 때

에 네 차례 이상 기근이 있었다.

(1) 로마에 기근---42-43년(Seutonius, Life of Claudius. xviii)

(2) 그리스에 기근--50년(Eusebius, Chronicon. p. 204)
(3) 로마에 기근--51년(Tacitus, Annals. xii.43)

(4) 유대지방에 기근--45년(Josephus, Antiquities. xx.5)

아가보가 예언한 기근은 45년에 발생한 유대지방의 기근을 말

한다.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은 46년에 보내어 졌을 것이다.

第12章 헤롯 아그립바 1世의 迫害

1. 헤롯왕가

헤롯--로마의 지지를 받아 팔레스틴에서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까지 통치하였던 왕조의 이름이다. 이 왕조의 설립자는 안

티파테르였다. 그는 이두매인(에돔인) 출신이었으나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하였다.

헤롯대왕(주전 37-4년)--예수 당시 유대, 갈릴리, 이두매, 드라

고닛 지방의 왕이었다(마 2:1-19; 눅 1:5).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하스몬 왕가의 자기 아내 마리암

네(주전 29년), 그녀의 할아버지 힐카누스(주전 30년), 그녀의 남

자 형제 아리스토불루스(주전 35년), 두 아들 알렉산더(주전 7년)

와 아리스토불루스(주전 7년)를 각각 살해하였다. 이들 살해된 

자들은 하스모니안 피를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하스모니안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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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 166-63년)는 안디옥 4세의 헬라화 정책에 반발하여 투쟁했

던 마카비 이후의 유대왕가이다. 헤롯은 또 자기 아내 도리스의 

아들 안티파테르(주전 4년)도 살해했다.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

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다. 헤롯은 10명의 여자와 결

혼했다.

헤롯대왕

말다체 마리암네1 도리스 마리암네2 클레오파트라

안티파텔 분봉왕 빌립2 빌립1
알렉산더 아리스토

불루스
(헤로디아)

아켈라
오스

안디바
(헤로디아)

헤로디아 아그립바1 칼시스의 헤롯왕
(버니게)

살로메

아그립바2 두루실라 
(벨릭스)

버니게
(티투스)

아그립바 1세--마리암네의 손자이며, 주전 11년에 출생했다. 아버

지 아스토불루스의 사형(주전 7년)으로 로마에서 어머니와 생활

하였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조카 손자인 가이우스(칼리귤라)와 

친하게 지냈다. 주후 37년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자, 황제는 아그

립바에게 빌립과 루사니아스의 땅 북시리아(눅 3:1)를 주고 왕으

로 칭호 하였다. 2년후 안디바의 땅 갈릴리와 베뢰아도 그에게 

주고 안디바를 유배시켰다. 글라우디오스가 황제가 된 후에도(주
후 41년) 아그립바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었다. 주후 6년 아켈라

오스 사망이후 로마총독이 다스렸던 유대 땅도 그에게 주어졌다

(주후 41년). 유대인들은 그가 하스몬 왕가의 후손인 까닭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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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좋아했다. 그는 또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의 살해와 기독교 박해였다. 그는 

주후 44년에 급사하였다.

2. 야고보(12:1)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었다. 유

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

를, 한 군인이 야고보를 재판자리까지 인도했는데, 야고보의 증

언에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야고보와 함께 목베임을 받았다고 한다.

3. 군사 넷씩 네 패에게 맡겨(12:4)

네 사람이 일개조가 되어 4개조가 밤새 교대로 죄수를 지켰다

고 한다. 두 사람은 감방 앞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베드로 양쪽

에 함께 묶인 상태에서 파수하였다.

4. 그의 천사(12:15)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수호 천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마 18:10).

5.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12:17)

이 때쯤 예수의 이복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

물이 되었을 것이다. 혹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

아(벧전 1:1)나 그리스(고전 9:5)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을 것이라

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에서는 유세비우스와 제롬이 전하는 

구전에 따라 베드로가 이 때에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초대 감독이 되었으며, 로마에서 순교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마교회의 감독들은 그의 계승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베드로는 이 때쯤 안디옥을 방문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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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고(갈 2:11), 51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15:7).

6. 헤롯 아그립바의 죽음

요세푸스도 아그립바의 죽음을 전하고 있다. 아그립바는 황제

의 안녕을 위한 축제에 참석했다. 황제의 생일은 슈토니우스에 

의하면, 8월 1일이다. 이날 각 지방장관들과 저명 인사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황제 축하연은 아그립바가 입고 나온 은 옷에 

의해 절정을 이루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은 옷은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경외심과 아첨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이러한 불 경

건을 용납하였을 때, 전에 본 올빼미가 밧줄 위에 앉은 것을 보

고 불길한 징조가 왔음을 알았다. 이 올빼미가 바로 재앙의 사

자란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해전 티벨리우스의 

명령으로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가 기대고 있었던 나무 위에 

올빼미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 때 같이 있던 동료가 행운의 

징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그 새를 다시 볼 때에는 닷새 안

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극심

한 통증으로 향년 54세에 죽었다.7)

7). 요세푸스, 고대사 .8.2.



C. 땅끝까지 證據(13:1-28:31)

第13章 第1次 宣敎旅行

1. 바울의 선교원리

바울은 개종이후 10여년간 연단을 거쳐 안디옥에서 사역하였

고, 그 후 선교사로서 생애를 마쳤다. 바울이 제 1 차 선교여행

(46-48년)에서 보여준 복음전파의 방법과 교회성장의 원리는 다

음과 같다.
(1)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

랐다(13:2).

(2)바울은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다(13:3).
(3)바울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동반할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였다(13:4-5).

(4)바울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키프로스)를 먼저 찾아갔다

(13:4).

(5)바울은 유력한 인사를 먼저 찾아갔다(13:7).

(6)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중심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을 훈련하여 자신이 가지 못하는 주변 여러 지역에 파송

하였다(13:5-6,14).

(7)바울은 먼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후에 이방

인들에게 전파하였다(13:5, 14, 43, 46).

(8)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뽑아 목양자로 임명하였다

(14:22-23).

(9)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였고(1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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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함께 보냈다(14:2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의 선교정책은 자급자족, 자치,
자선(自宣) 즉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토착교회로 훈련하는 것

이었다. 토착의 의미는 생산과 성장 그리고 생존이 그것의 토양

과 기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제1차 선교여정

(1) 가는 길: 수리아 안디옥(13:1-3)→ 실루기아(13:4)→ 살라미

(13:5)→ 바보(13: 6-12)→ 버가(13:13)→ 비시디아 안디옥(13:14-50)

→ 이고니온(13:51-14:5)→ 루스드라(14:6-21)→ 더베(14:20-21)→

(2) 돌아오는 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14:21-23)→ 비시

디아 안디옥→ 버가(14:24-25)→ 아달리야(14:25)→ 수리아 안디옥

(14:26-28).

3. 니게르 시므온(13:1/ 막15:21)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였을지 모른다.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한 점으로 보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들은 교인이였을 

것이다. 로마교회의 성도 중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

포”(롬 16:13)가 있다. 만일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

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

니”라고 한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안디옥에서 루포

의 어머니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는지도 모른다.

4. 루기오(13:1)

구레네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

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5. 마나엔(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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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자란 뜻이다.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황태자와 

함께 자란 소년을 말한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란 안디바를 의

미한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나엔의 선조는 에센파의 한 사람

으로서 헤롯 대왕이 왕족 계급에 오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였

고, 그 일로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같이 

자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살해자가 되었고, 한 사

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6. 실루기아(13:4)

안디옥에서 25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의 항구도시이다.

7. 구브로 선교여정(13:4)

주전 57년에 로마에 합병되었다가 2년후에 길리기아에 편입되

었다. 주전 22년부터는 지방총독의 지배를 받았다. 구리광산이 

있어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옮겨와 살았다고 한다.

8. 살라미(13:5)
아프로디테를 섬겼고, 정기적으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9. 요한 마가(13:5)
짐을 나르거나 숙식을 정하는 잔일을 했을 것이다.

10. 바보(13:6)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60KM이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

고, 예배는 성창들의 난잡한 의식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11. 바 예수(13:6)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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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기오 바울(13:7)

총독 바울이라 새겨진 글라우디오 당시의 주화가 발견되었다.

13.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13:9)

부모가 바울에게 두개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는지 모른다. ‘사
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자’란 뜻이다.

바울 자신이 바울이란 이름을 지어 불렀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을 부족한 자로 자처하였다.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새 출발

하는 시점에서 이방인의 이름으로 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

지도 모른다. 신체의 왜소함이나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의 이

름에서 따왔는지도 모른다.

14. 버가(13:13)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160KM이다.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다.

15. 마가의 이탈(13:13)
자기 삼촌 바나바가 바울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실망했거

나 버가가 산악지역이였기 때문에 강도나 들짐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말라리아에 대한 두려움이나 향수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이

다. 이 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후에 바나바나 베드로 

또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고후 11:26; 골 4:10; 딤후 

4:11).

16. 비시디아 안디옥(13:14)

버가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여행 중

에 겪은 고생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참고하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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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디아 안디옥은 남 갈라디아 지방의 수도였다. 주전 6년에 어

거스트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가 되어 로마 시민권을 소유

했다. 약 2천여 가정이 안디옥에 의해서 강제 이주 당하였기 때

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17. 바울의 설교(13:16-41)

제목--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본문: 율법과 선지자의 글. 대상:

유대인에게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역사적인 증명--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높이셨다(17

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셨다(17절). 하나님께

서 이 백성에게 나라를 주셨다(18-19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게 사사들을 주셨다(20절).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들에게 왕을 주셨다(21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22절).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나셨다(23절).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입증--세례 요한의 증거로 입증되었다

(24-25절). 예언의 성취로 입증되었다(26-29절). 부활하심으로 입

증되었다(30-37절). 이 부활은 증인들과 성경 말씀으로 입증되었

다.

부탁과 경고--믿을 것을 권면하였다(38-39절). 선지자들의 말씀

을 인용하여 경고하였다(40-41절).

第14章 갈라디아 地域의 宣敎

1. 바울의 체구

2세기에 저술된 바울행전에 의하면, 이고니온의 주민 오네

시보로가 이고니온으로 오고 있던 바울을 마중 나갔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체구에, 맞닿은 양미

간, 코는 좀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으며, 단단한 체격에 은

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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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고니온(14: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 방향으로 9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3. 루스드라(14:6)

이고니온 남동쪽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후 6년에 로

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4. 더베(14:6)

루스드라에서 동으로 3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5. 앉은뱅이의 치유(14:8-18)

‘앉은뱅이의 치유’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착각하였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전의 주신(主

神)이며,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의 

전령이다.

6. 돌로 바울을 쳐서(14:19-22)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

아났다(고후 11:25). 모세의 율법은 이단자나 간음한 자를 돌로 

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신 13:9-10),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된 이스라엘인(레 20:27), 방탕한 자식(신 21:21), 간음한 자(신 

22:22-24)가 여기에 속한다.

7. 바울의 설교(14:15-27)

바울의 설교는 청중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을 다르게 하였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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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 및 

역사,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예언을 풀어 설명하여 예수가 그

리스도이심을 입증하였다.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과 만민구원을 선포하였다.

이방인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창조주

와 인간의 관계(헬라의 시문을 인용),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구세주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도래

할 심판을 대비하여 구세주를 영접하라고 권면하였다.

8. 장로 피택(14:23)

바울 일행은 선교지에서 장로를 택하고 안수하여 지역 교회 

목회자로 임명하였다.

9. 제1차 선교여행의 결과
바울 일행은 2,000KM 이상을 도보와 해상여행을 하였다. 목숨

을 건 전도의 결과로 6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 파송교회에 이

를 보고하였다.

▣ 사도행전 13-14장을 통해 본 바울의 선교방법과 청중에 관

한 연구 ▣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행전 13-14장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의 선교방법 속에 들어있는 주된 선교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자세

히 알아보는데 있다.
1세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심한 견제와 배척을 받고도 그레코

로만 세계에 뿌리를 내려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

니컬하게도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덕택이었다. 1세기 당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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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거의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

의 종교와 교육과 재판을 위해서 회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팔레

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성전이었다면, 성전에

서 멀리 떠나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구심점

이 회당이었다. 또한 자기 영토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지배를 

몸으로 겪어야했던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선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뒤엉켜 살아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레코로

만 세계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사용

하였고,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입교시키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1)

따라서 유대교회당에는 유대인 수에 못지 않은 많은 수의 헬라

인들이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

에 있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수가 바로 기독교복음을 

그레코로만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선교사들이었으며, 다른 

나머지는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배척했던 자들이었다. 초기 기독

교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바울이 바로 디아스포라였으며, 동

족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탄압 받았던 선교사였다. 따라서 초기 

선교교회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에서, 회당을 출입했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복음이 전

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가장 초기의 선교장면들인 사도

행전 13-14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선교방법과 그의 설

교에 응답한 청중들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초기 

기독교 생성과 발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누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

이라 생각되어진다.

1)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거주 유
대인들의 선교정책의 차이점을 그의 고대사에서 설명하고 있다.[Antiquities,
xx.ii.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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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의 선교방법
사울의 박해로 스데반의 순교이후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은 한결같이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들이었으며, 최초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들이었다.2) 이들에 의해

서 수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비

로소 “그리스도인”(행 11:26)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이 교

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

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들이 선교여행을 출발한 때는 대략 주후 46-48년경이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20-23절의 사건인 헤롯 아그립바 1세
의 죽음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44년에 있었고,3) 이어서 발

생한 예루살렘의 기근(행 11:27-30; 12:25)은 A.D. 46년경에 있었

다.4) 그리고 그들의 첫 기착지이었던 구브로(키프로스) 섬의 총

독 서기오 바울(행 13:7)의 부임이 A.D. 50년 이전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5)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 나선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멀지 아니한 갈라디아 중남부 지역

이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여정은 바울 일행

의 제1차 선교여정이다.
(1) 가는 길: 수리아 안디옥(13:1-3)→ 실루기아(13:4)→ 살라미

(13:5)→ 바보(13:6-12)→ 버가(13:13)→ 비시디아 안디옥(13:14-50)

→ 이고니온(13:51-14:5)→ 루스드라(14:6-21)→ 더베(14:20-21)→
(2) 돌아오는 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14:21-23)→ 비시

2)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김재영, 장동민 옮김(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213쪽.

3) Josephus, Antiquities, xix.viii.2.
4) Josephus, Antiquities, xx.v.2.
5)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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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 안디옥→ 버가(14:24-25)→ 아달리야(14:25)→ 수리아 안디옥

(14:26-28).
이 1차 선교여정에서 나타난 바울의 선교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

랐다(행 13:2).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설립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영’(Spirit)이 28번, ‘성령’(Holy

Spirit)이 41번이나 쓰이고 있고,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쓰이고 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

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일

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6)

(2)바울은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다(행 

13:3).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배척(박해)과 시련(이단과 분열 등)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죽는 

순간까지 순례자(전도인)의 길을 멈추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

다. 그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그들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맛디

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

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
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

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

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3)바울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동반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였다(행 13:4-5). 하나님은 섭리적인 방법, 즉 상식과 순리

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였다.

6).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287-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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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울 일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키프로스)를 먼저 찾

아갔고(행 13:4),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아주 멀지 아니한 갈라디

아 중남부 지역에서 전도하였다.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먼저 활용하였다. 선교단 일행은 헬라문화권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입수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5)바울은 유력한 인사를 먼저 찾아갔다(행 13:7). 유력 인사의 

개종이 주는 전도의 파급효과는 아주 컸다. 1500년대 중반에 시

작된 예수회 신부들의 해외선교가 크게 성공을 거둔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고,7) 1885년 조선에 들어온 해외선교사들의 성공도 

이에 따른 것이었다.8)

(6)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중심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을 훈련하여 자신이 가지 못하는 주변 여러 지역에 파송

하였다(행 13:5-6,14). 제2차 선교 때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체재

하면서 동역자들을 수시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교회들에9) 파

송하였고, 제3차 선교 때는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체재하면서 

중서부 지역에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교회들을10) 개척시켰으며,
이미 설립된 유럽의 교회들에도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돌보도록 

하였다.

(7)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제일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다.11) 안식일예배 때 회당에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12)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였다. 이뿐 아니

라,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

7)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2년 인도에, 1549년 7월 일본에, 1552년 중국
에 각각 선교하였고, 마테오 리치가 1583년 10월에 중국에 선교하였다.

8)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9)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10)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
11)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
12)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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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

에 개종하였다(행 13:5, 14, 43, 46).13)

(8)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뽑아 목회자들로 임명하였

다(행 14:22-23). 사도행전 14장 23절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부탁”의 내용을 우리는 바울이 제3차 

선교를 마치고 귀향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

여(행 20:17) 행한 고별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

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

느니라”(행 20:28).
(9)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선교보고를 하였다(행 

14:26-28).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함으로써 선교교

회들의 정통성을 사도들로부터 승인 받았다(행 15장). 이 당시 

선교교회의 정통성 여부는 사도성에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들의 가르침이나 전통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었고, 그와 같은 것

들을 가르치면 거짓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였으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힘이나 권력으로 강요하면 적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오늘

날에는 교회의 정통성 여부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전통이 담긴 

신약성경에 좌우된다(엡 2:20; 고전 3:9-15). 따라서 십계명의 안

식일 예배를 고집하거나 성경 이외의 계시를14) 주장하는 것은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10)마지막으로 바울은 협동사역에 힘썼다. 바울 곁에는 언제

나 동역자들이 있었다. 제1차 때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있었고,

13) 저벨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 선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J. Jewell, The 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The Unknown Paul:
Essays on Luke-Acts and Early Christian History(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4); Luke and the People of God(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14) 몰몬경, 원리강론, 대 쟁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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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때에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있었다. 제3차 때에

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선교 대열에 동참하였다. 이 밖에도 

디도, 에바브라, 뵈뵈, 소스데네, 두기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

군도, 가이오, 드로비모 등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다.

2. 바울의 청중들

바울의 청중들은 신분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다양하였다. 유대

인, 헬라인, 철학자, 상류계급, 노예계급, 해방노예 등 다양하였

다. 그러나 제1차 선교의 경우 바울의 청중은 주로 유대교 회당

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바울의 선교여정을 보면, 그는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서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첫

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듯이, 할 수 있

는 대로 힘써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15) 안식일예배 때 회당에

서는 성경봉독 후에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설교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6) 또한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에는 하

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행 13:5,14,43,46), 바

울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17)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

어가 말씀을 전파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의 

지명을 받고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청중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Men of

Israel, and you that fear God, 행 13:16,26)이라 하였다.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기 청중을 이렇게 부른 반면에, 누가

15)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
16)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496.
17) W.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14th edn.,

London, 1920), p. 72. F. F. Bruce, 사도행전(하), 1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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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뒷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넬료를 

제외하고는(행 10:22,35) “경건한 사람들”(devout converts to
Judaism)이란 말로 대신하였다(행 13:43,50; 17:4,17).

그러면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

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이란 말인

가?
각각 다른 두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가가 13장 43

절에서 이들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 표

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한다. 자의든 

타의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히

브리어 구약성경보다는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

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가장(家長) 열 명 이상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다.18)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출입했

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도 출입했다는 

점이다.

A. 유대교인들의 선교활동

유대교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로 활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례를 비롯해서 

613개의 토라의 명령들과 39개의 바리새인 율법까지 지키고 있

었고, 선민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큰 열정을 가

18)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p. 345, 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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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을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표

현을 사용하셨고, 파이퍼(Pfeiffer)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

법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최고 윤리 원칙을 따라 살며, 이

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했다”고 적고 있다.19) 또 페사킴(Pesachim)

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흩으신 목적을 개종자들을 얻기 위

함이라고 하였고,20) 로젠브룸(Rosenbloom)은 “쉐키나의 날개 아

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라고 

하였다.21) 또한 품페디타(Pumpeditha) 학교 교장들이었던 랍비 

유다(Judah)와 조셉(Joseph)은 충분한 수의 개종자들을 얻지 못

한 일부 공동체들을 책망하고 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선

교열정을 엿보게 한다. 랍비 애시(Ashi)도 유프라테스 수라(Sura)

교외지역 마타 마흐세이아(Mata Mahseia)의 유대인들에게 비슷

한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할례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

들만이 개종자가 되었다. 여성의 경우, 할례나 헌금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수용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았던 것 같

다.23)

19) R. H. Pfeiffer, 신약시대 역사와 외경개론(History of New Testament
Time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Apocrypha), 류형기 역(한국기독교문화원,
1977), 123쪽.

20) "The Holy One, blessed be He, dispersed the people of Israel
among the nations in order that they might acquire proselytes"(Pesachim
87b).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
인용.

21) Joseph R. Rosenbloom, Conversion to Judaism(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78), p. 41.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2) Ibid.
23) Karl Georg Kuhn, "IIroshlutoj" in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ed. Gerhard Friedrich(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pp. 733-734. Terry Seuffer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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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틴에서의 상황은 더욱 나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끌어들여 ‘하나님 경외자’로 삼으려했던 것과는 달리,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포함해서 구약성경

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24)

B. 유대교 개종자들의 구분

유대교인들의 선교열정에 관계없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상당수

가 디아스포라 유대교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세기 헬라인들은 회당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고, 유대교인들의 유일신 사상과 윤리적인 생활양식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25)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경외하

는 사람들“(foboumenoi ton theon, 행 10:1-2,22; 13:16,26)이었다고 

바울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다. 누가는 또 “하나님

을 공경하는 사람들”(sebomenoi ton theon, 행 13:50; 16:14;

18:6-7), “경건한 개종자들”(sebomenoi prosehlutoi, 행 13:43),
“경건한 헬라인들”(sebomenoi Hellehnes, 행 17:4), “경건한 자들”

(sebomenoi, 행 17:17)과 “개종자들”(prosehlutoi, 행 2:11; 6:5;

13:43)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 경외자’를 일컫

는 말이라고 생각된다.26)

유대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에 따르면,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proselytos’로 번역된 히브리어 'ger'는 

원래 낯선 사람이란 뜻이었으나 후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을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4) Ibid. see also Ferdinand, Mission in the New Testament(Naperville,

Illinois: Alec R. Allenson, Hahn, 1985). Terry Seufferlein, "Missionary and
the First Century Pharisees"에서 재인용.

25) F. F. 브루스, 사도행전(상), 260쪽.
26) F. F. Bruce, New Testament Hi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pp. 217-220. See also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p. 54 and L. Edsil Dale, Acts Comments(Cincinnati: published by the
author, 195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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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였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룻기 2장 12절과 에스더 8장 

17절에 언급되어 있다.
랍비들은 유대교 개종자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절반 개

종자를 ‘ger toshav’ 즉 “우거하는 개종자“(settler proselyte, Lev.

25:47)라 하였고, 또는 ‘ger ha-shaar’ 즉 ”문안에 유하는 개종자

“(the proselyte of the gate)27)라 하였다.

절반 개종자들은 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유대교의 의식들을 

제외한 우상숭배 포기와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 준수(Noachian
laws)와 같은 기본 원칙들을 지킬 것을 서약하였다. 마이몬니데

스(Maimonides)는 이들을 ”의로운 이방인들“(the righteous

gentiles)이라 부른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경외자

들’이다.

완전 개종자는 ‘ger tzedek’ 즉 “의로운 개종자”(righteous

proselyte)라 부른다. 완전 개종자는 유대교를 사랑하는 자이므로 

모든 율법과 의식들을 수용한다. 남성의 경우 할례(Milah)를 받

고, 남녀 모두 의식적인 씻음을 위해서 침례(Tebhilah)를 받고,

성전멸망 이전에는 희생제사(Qorban)를 바쳤다.28) 그리고 일단 

완전 개종자로 받아드려지면, 그는 온전한 유대인 백성으로 간

주된다. 유일한 제한으로는 제사장이 여성 개종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29)

‘의의 개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침례와 할례 모두를 받아야하

나 랍비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죠수아

(Joshua)는 할례가 필요 없는 침례만을 견지하였고, 엘리에제르

(Eliezer)는 침례가 필요 없는 할례만을 주장하였다.30)

27) cf. Exodus 20:10 and Josephus, Antiquities, xiv.vii.2.
28) Maimonides, Hilkh. Iss. Biah xiii. 5. Alfred Edersheim, "The

Baptism of Proselytes"(from Appendix XII From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1886)에서 재인용.

29) 유대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Jewish Religion), s.v. "proselyte."
30) Yebam. 46 a and b. "The Baptism of Proselytes"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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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는 세 명의 증인들 앞에서 행하여졌는데, 보통은 공회원

들(학자들)이 증인으로 섰다.31) 침례를 받는 사람은 머리와 손톱

을 깎고, 옷을 완전히 벗고 ‘침례의 아버지들’32) 앞에서 그의 믿

음을 고백해야했다. 그리고 나서 물이 온몸을 적시도록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으로 식을 끝냈다.33)

침례는 밤이나 안식일 또는 축제일에는 베풀어지지 않았다.34)

여성들의 경우 랍비는 문밖에 서있고 다른 여성들이 침례를 베

풀었다. 그리고 개종자들이 낳을 아이들에게는 침례가 면제되었

다.35) 그러나 이 개종자 침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루살

렘 성전멸망이전부터인지 성전멸망이후부터인지에 관해서는 확

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세푸스와 필로

조차도 침묵하고 있다.

C.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내적 증거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0인역 헬라어성경을 읽고 있었

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4만평이 훨씬 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

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이방인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

가 ‘하나님 경외자들‘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도행전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다수 소개

되고 있다. 이디오피아 내시(8:26-40), 로마백부장 고넬료(10:1-48),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3:13-52), 이고니움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4:1-7), 빌립보의 루디아(16:11-40), 데살

로니가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7:1-9), 베뢰아의 유대인회당의 

헬라인들(17:10-15), 그리고 고린도의 유스도(18:5-11)가 그들이다.
헹겔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내시가 신체결함(신 23:2)을 

31) Yebam. 47 b.
32) 카톨릭의 대부들에 해당됨, Kethub. 11 a; Erub. 15 a.
33) Maimonides, Hilkh. Milah iii. 4; Hilkh. Iss. Biah xiv. 6.
34) Yebam. 46 b.
35) Yebam. 7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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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개종자가 아닌 ‘하나님 경외자’였을 것

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신체결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36)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

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였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

성이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집에 청하여 빌립보 교회를 시작

하였다.

헹겔은 누가도 ‘하나님 경외자’ 출신이라고 믿었다. 그 이유는 

누가의 “70인 번역성서, 외경문학 또 거기 따라온 헬라적 유대

교 문학, 또 고대에 있어서 비 유대교도에게 접촉 가능했던 회

당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 잘 설명해준다”37)

고 하였다.

D.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성경외적 증거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의 아내 폽페아(Poppaea)는 ‘하나님 

경외자’(theosebes)였다. 헤롯 아그립바가 예루살렘성내에 있는 왕

궁에 높다란 식당을 건축하여 시가지뿐 아니라 희생제사를 포함

하여 성전영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려다보자, 이를 불쾌하고 

불법적인 일로 생각하여 성전영내에 높다란 벽을 축조하여 엿볼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은 즉각 

이를 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이를 네

로에게 상소하였고, 네로는 이 일을 듣고,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내 폽페아의 부탁을 들어주어 그녀를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성전 벽을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였다. 그 대신에 폽페아는 그녀

36) M. 헹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94쪽.
37) M. 헹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124쪽.



․ 182 ․ 사도행전 연구

를 위해서 대제사장 이스마엘(Ismael)과 성전재정담당자 헬키아

스(Helcias)를 볼모로 잡아 두었다.38)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로마황제 안토니누스(Antoninus)가 

유대교회당에 메노라(촛대)를 기증하였다고 적고 있다. 랍비 예

후다 하나시(Yehudah ha-Nasi)는 이를 듣고, “회당을 위해서 촛

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복이 있

을 지어다.”라고 하였다.39)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

울의 선교지역에도 많았다는 것이 고고학 발굴로 입증되었다.

히브리대학교의 쉬무엘 사프라이(Shmuel Safrai) 교수는 소아

시아에서 발견된 다수의 비문들에서 유대교회당에 기부금을 낸 

‘하나님 경외자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아시아 중부 

브리기아 아크모니아(Akmonia)의 회당에서 발견된 1세기의 비

문에는 ‘줄리아 세베라’(Julia Severa)라는 여인에 의해서 회당이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네로시대 황제

숭배제사의 고위 여사제로 알려져 있다. 이 여인이 ‘하나님 경외

자’라는 명시적 증거는 없어도 헌금 등을 통해 회당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 그녀가 회당 주변의 이방인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40)

소아시아 사데(Sardis)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교회당이 발굴되

었다. 본관에 있었던 명판에는 “사데의 시민이요 하나님 경외자

인 아우레리오스 헐모게네스(Aurelios Hermogenes)인 본인은 신

께서 내리신 재능들을 가지고 일곱 줄기로 된 메노라(촛대)를 만

들었다(혹은 기부하였다).”41)라고 새겨져 있었다.42)

38) Josephus, Antiquities, xx.viii.11
39) Megillah 74a. Shmuel Safrai, "The Centurion and the Synagogue"에

서 인용. 로마황제 안토니누스는 카라칼라(Caracalla, 211-17 C.E.)와 동일인일 
것이라고 한다.

40) Ibid. See also J. M. Lieu, "Do God-fearers Make Good Christians?"
in Crossing the Boundaries, Festscrift for M. D. Goulder, ed. S. E. Porter et
al.(Leiden: E. J. Brill, 1994), pp. 337-338.



제2부 본문해설 C. 땅끝까지 證據(13:1-28:31) 183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매안데르(Maeander) 강의 지류와 동서

를 잇는 큰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145KM 가량 떨어진 곳(서머

나에서는 남동쪽으로 217KM 정도)에 바울 당시 이미 200년이나 

된 고대도시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가 자리잡고 있었다.43)

이 도시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교회당이 발굴되었다.
아프로디시아스 근처에는 동쪽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스, 남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도시들은 바

울의 제1차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및 

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 지역과 제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바울을 본적이 있는 파피아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감독을 

지냈을 만큼 아프로디시아스 인근 도시들에는 1세기 때부터 교

회들이 들어서 있었고,44)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에 아프

로디시아스의 감독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인근의 다른 

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시아스에도 일찍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45) 이 도시 아프로디시아스에서 

2세기경에 유대인 회당을 건립하면서 후원자 명단을 새겨 건립

하였던 대리석 기념비 하나가 1977년에 발굴되었다.

이 기념비에는 유대인 69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theosebeis) 54명과 개종자 3명의 이름이 그들의 직업과 함께 새

겨져 있었다(이들은 대부분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 

가운데는 기도와 율법연구와 구제활동에 특별히 헌신하는 '데카

41) Aurelios Hermogenes, citizen of Sardis, God-fearer, from his gifts
of Providence, I made [=donated?] the seven-branched candlestick.

42) Ellman Crasnow, "Newsletter November 1999 - God-fearers." 인터넷
에서 인용.

43) 인터넷 사이트 검색단어, "Aphrodisias."
44)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Penguin Books, 1984), pp. 88-89, 149-153.
45) Edward M. Blaiklock, R. K. Harrison, and David R. Douglass, eds.,

The New International Dictoionary of Biblical Archaeology(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Reference Library, 1983), s.v. "Aphrodis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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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A면)라는 그룹이 따로 있었

는데, 이에 소속된 유대인이 69
명 가운데 16명, 하나님 경외자

가 54명 가운데 2명, 개종자 3명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좌측의 

그림 A면은 '데카니' 그룹에 속

한 자들의 명단이고, B면은 '데카

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명

단이다.).

하나님 경외자들 가운데 9명이 

시의회 의원들이었고, 13명이 기

능공들이었으며, 1명이 운동선수

였다.46)

이 기념비의 발굴로 말미암아 

바울 선교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신빙성이 한층 더 높여지게 되었

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

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교 회당

을 다니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귀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헬라인들)을 대상으로(행 17:17) 말씀을 

강론하거나 변론하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

46) Lewis A. Foster, "Light From Aphrodisias About God-Fearers,"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5, 1991, pp.
374-376; Joyce Reynolds and Robert Tannenbaum, Jews and God-fearers at
Aphrodisias: Greek Inscriptions with Commentary,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Association(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1987),
Supplementary Volume no. 12; M. Williams, "The Jews and God-fearers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Case of Patriarchal Interference in Early 3rd
Century Caria?" Historia 41(1992): 2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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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권면하였다(행 18:4).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을 얻으면(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

나바를 좇았다고 했다. 행 13:43) 믿는 이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행 18:7).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8).
그러면 바울은 이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가? 분명한 증거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여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전

혀 없지 않다. 이 지역이 매안데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큰 도

로가 통과하는 곳이어서 이 길을 따라 에베소에 이르렀을 가능

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행 19:1).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지역을 통과했는가에 있지 않

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전역에 헬라파(디

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들 유대인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바울 일

행의 최우선 전도목표였다는 것이다.

E. 하나님 경외자들의 의무

자기 영토에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지배를 몸으로 겪어야했던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고, 선교

에도 소극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개종자들에게 엄격한 율법준수

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뒤엉켜 살아

야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레코로만 세계에 동화되어 살

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입교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유

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들’의 책무를 가볍게 하였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사회에서는 “만약 할례의 영적인 의

미가 실현되었다면 할례의 외적 의식이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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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이 있었다.”47) 그 대표적인 예가 요세푸스의 고대

사에 나오는 아나니아스(Ananias)의 경우이다. 아나니아스는 

A.D. 40년경 아디아벤(Adiabene)의 왕인 이자테스(Izates)의 유대

인 선생이자 상인이었다. 그는 왕이 유대인에게 지배받는다는 

백성의 반발을 우려하여 할례 받기를 주저하자, 왕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권하

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충

고하였다. 그러나 이자테스는 나중에 엘레아자르(Eleazar)라 이름

하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죄스런 일인가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자, 즉시 방으로 들어가 의사를 불러 율법

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다.48)

팔레스타인이든 외국에서든 지역을 불문하고 엘레아자르와 같

은 보수적 인물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전체를 지키지 

않는 이들 ‘하나님 경외자들’이 2급 시민에 불과하였고, 유대교

도들의 묘지에 묻힐 수 없었으며, 여전히 이방인으로 간주되었

다.
풍자 문필가 유베날(Juvenal)은 1세기 말 로마에서 어떻게 유

대교 개종자들이었던 아버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할례를 받고, 그들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가르칠 것

을 동의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제2세대가 유대교로 완

전히 이전해 갔을 때에만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시사하

는 것이다.49)

유대인들의 희망사항이 이방인들의 완전한 개종이었다 할지라

도, ‘하나님 경외자들’에게는 613개의 명령과 금령을 포함한 토

라 전체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노아의 

일곱 개의 율법이 요구되었다.50)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

47) F. F. Bruce, 사도행전(하), p. 67.
48) Josephus, Antiquities, xx.ii.3-5.
49) M. 헹겔, 고대의 역사기술과 사도행전, 105-106쪽.



제2부 본문해설 C. 땅끝까지 證據(13:1-28:31) 187

외자들’을 ‘노아의 자녀들’(B'nai Noah)51)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유대인들은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최초의 ‘하나님 경외자’였던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졌던 것이며, 오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52) 이들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은 (1)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 (3)간음하지 말라; (4)살인하지 말라; (5)도둑질하

지 말라; (6)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 먹지 말라; (7)사법체계의 

창조(공의의 재판정을 만들라)53)이다.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사도총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금지사

항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라

는 야고보의 절충 제안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에

게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오는 말

간략하게나마 바울의 선교방법과 사도행전 13-14장에 나타난 

청중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에 베드로의 청중들(히브리파든 헬라파든)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

는 유대인들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50) Gen. Rab., Noah, 34:8.
51) Billy Jack Dial, “General Introduction to B'nai Noah,“(Yehoshua

Friedman, Founder and Chairperson), 인터넷 B'nai No'ach Resource
Directory.

52) 론 모제레이(Dr. Ron Moseley)는 이 일곱 개의 율법이 창세기 9장 
47절과 다른 성구들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한다. “The Spirit of the Law,” 인터
넷.

53) Ibid. 유대인에게는 이 일곱 개의 노아의 율법이외에도 우상숭배, 간
음, 살인을 3대 죄악으로 취급한다. 발 코크바(Bar Kokhba) 반란진압 후(주후 
135년) 리다의 랍비들은 만약 유대인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이 세 가지 금
지 조항 이외의 율법은 파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F. F. Bruce, 사도행전(하)
,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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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의 사도권의 승인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해

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그 복

음은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서 기독교 복음은 결국 이교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이

다.

바울은 해외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의 청중들 

역시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

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었다. 바울은 고향 다소의 회당에서 유

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을 만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것

이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

을 것이다. 바울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끈질기게 유대

교의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유대교 회당은 하

나님께서 예배하신 황금어장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은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과 영원한 삶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

고, 가난한 자들과 지역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물질로 

도왔던 후원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고문헌과 고고학 발굴

에 의해서 속속 확인이 되고 있고, 누가의 보도가 얼마나 정확

하였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유대교 개종자들에 대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들 사이에 나타난 선교정책이나 태도의 차이점은 예루살렘 교회

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는 

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이

런 태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레코로만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

다는 장점 말고도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뽑힐 수밖에 없었던 

주된 한 가지 이유였다. 또한 바울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동족인 헬라파 유대교인들의 것보다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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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 

경외자들’이 주저 없이 기독교 복음에로 재차 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방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

게 된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구원이 없는 종교들을 믿고 있

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을 1세기 ‘하나님 경외자들’

과 비교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때와 장소와 일군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들이 믿는 종교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종교적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을 어떻게 기독교 복음에로 돌릴 것인가? 바울에

게서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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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章 예루살렘 使徒會議

1. 제기된 질문과 진술들

(1)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1절).

(2)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5절).
(3)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

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10절).

(4)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11절).

(5)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

게 말라(19절).
(6)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보내

기로 가결하니(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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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31절).

2. 예루살렘의 결정과 갈라디아서와의 비교

(1)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다(1:3; 2:21; 5:4).

(2)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바탕이다(1:4; 2:19-21;
3:13; 6:14).

(3)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충족한 수단이다(2:16-20;

3:5-9,23-26; 5:5).
(4)성령은 구원의 유효한 능력이다(3:2-5; 4:6-7; 5:5, 16-25; 6:8).

(5)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 자녀권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2:4-5, 15-19; 3:10-14; 3:28-4:9, 26-31; 5:18;
6:15).

3. 네 가지 금지사항(15:20)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하도록 하였다.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은 야고보의 절충 제안

으로서 바리새인들이 문의 개종자 즉‘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에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 금지 사항은 이방

인에 대한 노아의 계명이 였다고 한다. 이들 네 가지 금지 사항

은 이방인 새 신자들이 지키기 쉽지 아니한 것들이다.

4. 신약에서의 두 가지 법

필수적인 법과 허락의 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필수적인 법은 

신약성서에 기록된 계명과 훈계 또는 금지 명령들이다(갈 5:19이

하; 엡 5:3-5; 행 15:20). 허락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편리의 법

과 자기 조절의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법을 말한다(고전 

6:12,19). 기호 식품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한의 종교이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

유의 종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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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선교여정(15:36-18:22)
가는 길: 수리아와 길리기아(15:41)→ 더베(16:1)→ 루스드라

(16:1-3)→ 여러 성(16: 4-5)→ 브루기아(16:6)→ 갈라디아(16:6)→

무시아(16:7)→ 드로와(16:8-10)→ 사모드라게(16:11)→ 네압볼리

(16:11)→ 빌립보(16:12-40)→ 암비볼리(17:1)→ 아볼로니아(17:1)→

데살로니가(17:1-9)→ 베뢰아(17:10-13)→ 아덴(17:14-34)→ 고린도

(18: 1-17)
돌아오는 길: 고린도→ 겐그레아(18:18)→ 에베소(18:19-21)→

가이사랴(18:22)→ 수리아 안디옥(18:22)

6.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15:36-41)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그 결과로 두 개의 

선교팀이 형성되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향해 출발하였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

어 고향 구브로를 향해 출발하였다.

第16章 第2次 宣敎旅行(52-54年)

1. 디모데(16:1-3)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제 1차 선교여행 때 어머니 유

니게(딤후 1:5)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종교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편의상 

치른 외과시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 디모데는 장로들의 안수

를 받았을 것이다(딤전 4:14).

2. 마게도냐의 환상(16:9)

알렉산더 대왕의 칼에 의한 세계 정복과 바울 사도의 복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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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세계 정복이 여기서 대조된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게도냐는 칼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다. 이

제 바울은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하려는 순간이다.

3. ‘우리’ 부분(16:10)

누가의 ‘우리’ 부분이 여기서 시작된다. 베자 사본에는 11장 

27절과 14장 22절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누가가 안

디옥 사람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누가가 유럽선교

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4. 사모드라게(16:11)

해발 1,500M의 산악지대이다.

5. 네압볼리(16:11)

‘신도시’(Neopolis)라는 뜻이다. 빌립보의 외항이며, 19KM 거

리에 있다. 이 도시는 또 에그나티우스 대로(The Great Egnatian
Way)의 동부지역 종착지점이다. 이 도로는 군사도로이다. 주전 

146년에 로마의 마게도냐 합병이후 건설되었다. 총장은 784KM

이다.

6. 빌립보(16:12-40)

금, 은광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수도는 암비볼리

(Amphipolis)였다. 로마의 이주지였다. 이주지란 최전방 방어를 

위한 군사지역 또는 적대 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지역을 말한다.

개역 성경에는 ‘식민지’로 번역되어 있으나 우리 개념의 식민지

는 아니다.

빌립보는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전투이후 이주지로 책정되었

다. 시져가 암살 당한 이후, 빌립보에서 브루터스와 케시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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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와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의 군사가 전투를 벌였다. 전투는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의 승리로 끝났고, 브루터스와 케시우스는 

율리우스 시져의 암살의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다.

이주지의 특권은 자치와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면제 그리고 이

태리에 사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7. 기도처(16:13-14)

유대인이 회당을 가지려면 가장이 열 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

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같다.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의 로마 추방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빌립보에도 적용 

되었을는지 모른다. 일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들이 성밖에서 안식일 기도 모임을 가진 것 같다. 루디아는 ‘문

의 개종자’로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

8.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16:16)

퓌톤(Python)영(靈)에 사로잡힌 여인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

면, 퓌톤은 델포이 북방에 위치한 파르나쑤스산에 사는 괴물이

다. 델포이에는 신전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래에 관한 예

언을 묻고 해답을 얻었다. 퓌톤이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역할을 

했다.

▣ 델포이(Delphi) 신전 ▣
‘델포이’(Delphi)라는 말은 대지의 ‘자궁’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있는 

신전의 문 상인방에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고 한다. 이 글귀의 의미가 바로 저 유명한 경구 “너 자신을 알
라”(Know thyself)이다.

델포이 신전 중앙에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여
사제가 연기 구멍 위에 세 다리 의자(Tripous)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
아 연기를 마신다. 연기를 마신 여사제는 점점 거칠어지면서 퓌톤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지껄이게 된다. 옆에선 시인이나 제사장이 통변하
여 신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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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무신 아폴론이 ‘맡겨 놓은 뜻’(신탁․Oracle)
이라고도 전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영웅의 탄생은 현몽을 통하여 
그 부모에게 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리스의 경우는 델포이 신전
의 신탁을 통하여 그 부모에게 전해진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알렉산더는 델포이로 올라갔다. 델포이는 
예언의 신 아폴론(아폴로)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알렉산더는 아폴론 
신이 그 신전에 맡겨놓은 뜻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신전에 
이른 날은 공교롭게도 액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부하를 신전에 들여 
보내 제니(사제)에게 총사령관이 탁선, 곧 신이 맡겨놓은 뜻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잠시 후 부하가 나와 이런 말을 했다. "퓌
티아는 신전의 율법에 따라 액일에는 신이 맡겨 놓은 뜻을 전해줄 수 
없노라고 합니다." 예언의 신 아폴론이 예언하는 능력을 얻은 것은 그
가 맨손으로 때려 잡은 왕뱀 퓌톤을 통해서다. 그래서 신전의 제니는 
전통적으로 퓌톤의 여성형 명사인 '퓌티아'라고 불린다. 알렉산더는 부
하를 다시 들여 보내 우격다짐으로 퓌티아를 끌어 내게 했다. 끌려나
온 퓌티아는 사령관 앞에서도 탁선을 전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알렉
산더는 퓌티아를 끌고 신전으로 들어가 트리포우스(Tripous)에 앉혔다.
트리포우스는 삼각대(Tripod), 즉 다리가 세 개인 걸상인데, 델포이의 
제니가 신의 뜻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삼각대에 앉아서 전하기로 되
어 있다. 제니는 알렉산더의 열성에 감복했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
다. "참으로 질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Thou art invincible)." 탁선을 받
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셈이 된 알렉산더가 응수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싶어하던 신의 뜻이오."

참고로 아폴론이 맡겨 놓은 뜻은 델포이 신탁(Delphic Oracle)이라고 
불리지만, 제우스신이 맡겨놓은 뜻은 도도나 신탁(Dodonean Oracle)이
라고 불린다. 델포이신탁은 델포이신전 제니의 입을 통해 나오는데 견
주어 도도나의 신탁은 제우스신전의 '도도나(Dodona)', 즉 '말하는 참
나무'의 잎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통해 전해진다.

제우스신전에서 신탁을 묻는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에게 내린 제우스
의 뜻은 짓궂었다. "내 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는 페르세포네다.
지금은 저승왕 하데스의 아내로 있으니 가서 졸라보아라." 테세우스와 
떠돌이 영웅 페이리토스가 저승에 이르렀을 때 저승 왕 하데스는 산 
사람이 저승에는 왜 왔느냐고 물었다. 페이리토스가 넉살좋게 대답했
다. "제우스 대신의 사위되기를 소원하다가 신탁을 여쭸더니 하데스 신
을 찾아가 페르세포네를 졸라보라고 하더이다." 저승 신 하데스는 이 
얼토당토 않은 생떼에 기가 막혔던지 참으로 오래간만에 웃었다. "내 
아내? 데리고 갈 때 가더라도 우선 걸상에 좀 앉도록 하라." 둘은 뜻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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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대에 별 생각없이 저승 왕이 권하는대로 걸상에 앉았다. 하지만 
그 걸상은 예사 걸상이 아니었다. 망각의 강 레테(Lethe)를 건너 저승
으로 들어오고도 한이 깊어서 이승일 잊지 못하는 망령을 위해 마련되
어 있는 망각의 걸상(Lethean Chair), 추억의 해독제 같은 걸상이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앉는 순간 이승 일을 깡그리 잊었다. 헤라클레스가 
저승을 지키던 삼두구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온 것은 이즈음의 일이다.
헤라클레스는 우격다짐으로 이승 일을 깡그리 잊고 걸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테세우스를 끌어올렸다. 엉덩이를 걸상에 붙여 두고자 하
는 저승 왕 하데스의 권능과 기어이 떼어내고자 하는 이승의 영웅 헤
라클레스의 완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영웅의 승리였다. 테세우스는 
엉덩이살을 고스란히 뜯긴 채로 걸상에서 떨어졌다. 무작배기 북방 사
람들이 이지적인 아테네 사람들을 '뾰족궁둥이(Leanbottom)'라고 부르
는 것은 그들의 선조 테세우스가 이 때 엉덩이살을 망각의 걸상에 뜯
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9. 최초의 이방인 박해(16:19-40)

빌립보에서의 박해는 최초의 이방인에 의한 박해이다. 빌립보

는 로마의 이주지였기 때문에 시의 행정을 두 사람의 협동관료

의 손에 맡기고 있었다. 성서는 이들을 ‘상관’이라고 부른다. 바

울과 실라가 기소 당한 것은 불법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이었다.

‘릭토르’(lictor)는 관원의 경찰 보좌관 혹은 집정관을 수행하

는 보좌관이다. 그는 회초리 다발을 받들고 다녔다고 한다. 특별

한 경우에는 그 다발 속에 도끼를 끼워 도끼 날이 밖으로 나오

게 한 다발을 들고 수행하였다. 이 체형과 사형을 가할 수 있는 

집정관의 권한을 나타낸다. 바울과 실라가 릭토르로부터 몽둥이

를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에 한 대가 감한 39대의 곤장을 때

리지만, 로마인의 처벌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10. 착고(16:24)

두발이 찢어지도록 넓게 벌려 착고를 채웠다(유세비우스. 교
회사 v.1.27). 로마 감옥에는 빛과 신선한 공기를 허락한 방

(communiora), 철창문과 자물쇠를 가진 방(interiora), 그리고 지



․ 198 ․ 사도행전 연구

하감옥(tullianium)으로 나누어진다. 바울이 미결수일 때는 자신

의 돈으로 얻은 셋집에서 착고에 채인 채 지냈지만, 순교하기 

직전에는 맘머티메 토굴에 갇혔다.

11. 로마 시민권(16:37)
로마 시민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종류의 처벌로부터 면제되었

다(the Valerian and Porcian law/ 주전 509-195년).

第17章 유럽地域 宣敎

1. 암비볼리(17:1)

‘암비볼리’(Amphipolis)는 에그나티우스 대로상에 위치한다.
마게도니아 동부 지방의 수도였다. 빌립보에서 약 5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약 4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그나티우스 대로상에 있다.

2. 데살로니가(17:1-9)

아볼로니아에서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마게도냐 서

부지역 수도였다. 카산데르(Cassander)가 자기 아내이자 알렉산

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리(Thessally)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고 한다.
데살로니가는 부산한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

다. 인구는 약 20만명 정도였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이곳에서 3주 이상 머물면서 선교하였다. 유대인의 박해로 고린

도까지 피신한 바울은 그의 최초의 두 서신서를 이곳에 보냈다.

기록연대는 51-52년경이다. 서신서의 목적은 시련 중에 있는 새

신자들을 격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일상생활에 소

홀히 하지 말라는 권면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함이었다. 바울 사도의 이 두 서신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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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그의 설교가 임박한 주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였음을 알 

수 있다.

3. 베뢰아(17:10-15)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베뢰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복음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열심

히 연구하는 진지한 자세였다.

4. 아덴(17:16-21)

베뢰아에서 아덴까지 육지로 12일, 배로 3일 걸린다. 당대 최

고 수준의 문화를 자랑했던 도시이다.
스토아 철학--구브로인 제논(주전 330-265년)이 스토아 철학의 

주창자이다. 제논이 아테네의 시장에 있는 주랑(stoa) 중 하나에

서 학생들을 가르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울의 출생지 다소

에도 스토아 철학이 잘 알려져 있었다. 스토아 철학은 제우스가 

세계를 창조했다는 범신론을 주장한다. 신은 세계의 정신이다.

제우스조차도 지배되는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된다고 보

았다. 영혼의 불멸설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

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열정과 애정은 억제되어

야 하며, 희로애락,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으로 대처한다. 욕

망과 색욕을 정복하여 어느 무엇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하여

야 한다고 가르쳤다(Apatheia).
에피쿠루스 철학--에피쿠루스(Epicurus/ 주전 342-270년)는 데

모크리투스의 원자 물리론을 바탕으로 윤리 이론을 정립했다.

에피쿠루스 철학은 쾌락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본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쾌락을 말한다. 쾌락은 고통과 애욕과 공포에

서 벗어나 평정지계를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쾌락을 말한다.

에피쿠루스 철학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하였고, 사후의 보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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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다.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생

각을 부정하였으며, 신의 통치와 섭리도 부정하였다.

5. 아레오바고(17:19)
아덴에서 종교와 교육적 목적에 대해 책임을 가진 믿을 만한 

공회 또는 그 공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한다.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들을 아레오바고 관원이라고 부른다. 복음을 믿은 디오누시

오는 바로 이곳 판사였다.

6. 바울의 설교(17:22-31)
제목--알지 못하는 신에게, 서론: 우상의 관찰, 제안: 알지 못하

는 신의 특징들.

만물의 창조주(24-26절)--만물을 만드심, 천지의 주재, 한 곳에 

머물지 아니 하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 하심, 모든 

족속들을 만드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심(27-29절)--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

고, 기동하며, 존재함, 우리는 그 분의 소생이며, 피조물임, 우상

을 멀리하고, 참 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권면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심(30-31절)--알지 못하던 시대는 끝

남,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결론--고금을 막론하고 말씀에 응하는 인간의 태도는 한결같다

(32절). 일부는 거절하고, 일부는 지연하고, 일부는 믿는다.

第18章 고린도에서의 宣敎

1. 고린도(18:1-17)

‘고린도’는 자유인이 25만, 노예가 4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



제2부 본문해설 C. 땅끝까지 證據(13:1-28:31) 201

라는 주장도 있고, 인구 10여만 명에 노예가 3분의 1이라는 주

장도 있다. 현대 신학자들은 후자에 동감한다. 고린도는 아덴의 

남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상업도

시였다.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여명의 성창들이 있었다고 한다.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예

배에는 이들 여사제들 중에 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큰 유혹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와 6장 9-19절의 바울 사도의 권고는 너무도 당연한 것

이었다.

고린도를 넣어서 만든 헬라어 합성어는 바로 이 도시의 성문

란의 정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1)코린띠아조(κορινθιαζω):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음행을 

하다).
(2)코린띠아이 헤타라이(κορινθιαι εταραι): 고린도의 친구들

(창남들).

(3)코린띠아이 코라이(κορινθιαι κοραι): 고린도의 아가씨들(창
녀들)

2. 아굴라와 브리스길라(18:2)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이상

적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부부이다.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

세하게 설명코자 한다.

▣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關係 ▣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 배후에는 숨은 인물이 있었다. 바울을 말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할 수 없으리 만큼 그의 선교사역
과 가르침은 일세기 중엽 지중해 연안의 전 유럽을 발칵 뒤집기에 족
한 것이었다. 바울 사도는 시리아, 키프러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전 유럽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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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주옥같은 13편의 서신서를 남
기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한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부부 이외에도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였지만, 성서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로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상의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난 곳은 제 2차 선교여행 중
이였던 A.D. 52년  경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아가야 지역의 대도시 고
린도에서 였다(행 18:1-2, 26).

바울은 제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앙 터키 지역에서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딤후 3:10-11; 행 14; 갈 
4:13-15). 바울 자신이 고백한대로 바울에게는 남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
큼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의 신체적인 장
애가 이곳 터키에서 받은 박해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이 지방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깨어난 적이 있다. 이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 4:13-14).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눈물겹도록 사랑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정착하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겉으로 나타난 이유이겠으나, 마땅한 동역자를 찾지 못한 것이 아마도 
숨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제 
2차 유럽선교 때부터는 그리스 여러 도시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
뢰아) 받은 가벼운 박해 말고는 큰 신체적인 환난이나 물질적인 어려
움 없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가 있었다. 이들 부부가 바울 선
교사역에 튼튼한 기둥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였다(행 18:3).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곧 친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장기 체류하였다. 경제적인 안정기반과 신체적인 보호는 사
도 바울로 하여금 온 고린도에 힘써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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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동역자가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시에서 살다가 A.D. 49년
경에 고린도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다. 아굴라는 흑해에 가까운 터키 
북부 본도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계층
의 귀부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어떻든 이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로마시에서의 유
대인 추방령 때문이었다. 이쯤에 바울은 터키 동북부지역인 흑해남단
의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파 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셨고, 오히려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
는 환상을 보고 유럽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내려와
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동기였다. 이렇게 보면, 바
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섭리하심으로 고린도에서 만난 이들은 18개월간의 고
린도에서의 선교사역 후에도 바울의 선교 희망지였던 터키의 해안지방
에 위치한 대 도시 에베소로 이주하여 2년 3개월간 전도사역에 힘쓰게 
된다(행 18:18이하; 고전 16:19).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과 이들 부부
는 아시아에서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음 선교지인 로마
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건너가
서 선교의 길을 예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롬 16:3-5).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언제
든지 바울의 다음 선교지에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한다. 이렇듯 이들 부
부는 사업가로서(행 18:3), 전도자로서(행 18:26), 바울의 동역자로서(롬 
16:3), 혹은 주의 종 바울을 목숨 바쳐 섬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서(롬 16:4)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했으며, 이들은 그들의 집
을 사업장으로,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교회로(롬 16:4; 고전 16:19),
혹은 선교사들의 합숙소로서 제공하였고, 바울의 말년에는 이들 부부
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맡아 사역하기도 하였다(딤후 4:19).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없
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게 된다. 성공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숨은 공로자가 있다는 결론을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에서도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념을 
갖게 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숨까지라
도 바쳐서 섬긴 바울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에게 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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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빼어서 주고자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점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갈 4:15), 과연 바울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
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
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학식 있고 지혜로운 영적으로 신령한 
바울이 아니라, 육체적인 모습의 바울이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만은 아니었다.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늘 존경과 
사랑만을 받지도 않았다. 불신자들로부터의 박해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일부 교인들로부터 당한 인간적인 모멸과 멸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 신
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며(고후 12:7; 갈 4:13-15; 딤후 3:10-12),
이는 바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요인이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어떤 것이라고 딱 꼬집어 말
하지 못하지만, 대개는 안질이나 간질로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
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
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나를 쳐서”라는 말에 대한  해석에서 간질병을 엿보는 것 같다.
“쳐서”라는 말을 간질환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에 대한 
말로서 보기 때문이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간질환자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큰 가십거리였을 것이다. 또 안질 병에 대해서 생각하
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봉독한 바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 . . 너희가 할 수만 있
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
다. 사도 바울은 대개 대필을 통해서 글을 썼다. 갈라디아서도 누군가
를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이다. 대필의 이유가 바울의 눈병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바울의 외모 또한 그렇게 잘난 것이 못되었다(고후 10:7; 갈 4:13).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터키지역 이고니온의 주민인 바
울의 동역자 오네시보로가(딤후 4:19) 이고니온으로 오고 있는 사도 바
울을 마중 나간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오네시보로가 본 바울은 “작은 
체구, 맞닿은 양미간, 코는 조금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고,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외모만 보
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고, 갈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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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
한 것은 두 교회 성도들의 태도의 차이에 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은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
을 일삼았다는 점이다. 한 쪽 지방의 성도들은 바울의 내적인 면 즉 
신령한 면을 보았는 데, 한 쪽 지방의 교인들은 바울의 육적인 면 즉 
외모만 취하였다는 점이다.

바울은 또한 말에 졸한 사람이었다(고후 10:10; 11:6). 바울이 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은 있었지만, 능변가는 아니 였던 것 같다. 고린도 교
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지
혜로운 말씀에 영적인 귀를 열지 아니하고 아볼로식의 능변에만 가치
를 두는 저질적인 신앙을 노출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 편
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후 10:10)고 바울을 비방하였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고린도 교회 출신이면서도 바울의 언변이나 신체적인 자랑을 따
르지 아니 하고, 바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충만함을 본 받
아 목숨 바쳐 주를 섬겼던 점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적어도 바울에게
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는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사도의 성공
적인 선교사역에 밑거름이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18개월이나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사례비를 받
지 않았다는 점이다(고후 11:9).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는 선교 초기 때부터 풍성한 연보를 받고 있음을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후 8:1이하; 빌 4:15-19).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과 
손수 일함으로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빌립보 교회
의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
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후 
8:2)고 하였고,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한다”(고후 8:3)고 하였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는 받으실 만
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8)고 칭찬
하고 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를 그들의 출신 
성분에서 엿볼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수가 노예 출신들로 구성
되어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근성과 시민근성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물
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도 녹아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그러나 아직 젖을 먹어야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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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본보기로 아직도 남아 있다.

3.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18:5)

몇 주일 후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하게 된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보낸 보조금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가지

고 왔다. 바울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말씀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4. 디도 유스도(18:7)

윌리암 람세이는 ‘디도 유스도’가 가이오와 동일인이라고 주

장한다(롬 16:23).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세례

를 직접 베푼 사람은 가이오와 회당장 그리스보 뿐이었다고 주

장하는데 가이오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로마인은 보통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가 한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이름이다(Prenomen). 둘째는 씨족

의 이름이다(Nomen). 셋째는 가족의 이름 즉 성이다(Cogno-
men). 그리고 개인의 특징이나 업적을 나타내는 별명이 있다

(Agnomen).

5. 그리스보(18:8)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다(고전 1:14). 그와 그의 가족이 그리

스도를 믿었으므로 소스데네가 대신하여 회당장이 되었을 것이

다(17절).

6. 일년 육개월(18:11)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아마도 주

후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고린도에 체재했을 것이다.

7. 갈리오 총독(18:12)

음유시인이었던 원로원의 원로 세네카의 아들이자 철학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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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의 형제였다. 본명은 마르쿠스 아내우스 노바투스(Marcus

Annaeus Novatus)였으나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Lucius
Junius Gallio)의 양자가 되어 갈리오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델

포이 신전의 비문은 갈리오가 주후 52년 7월 1일에 총독의 자리

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8. 율법을 어기고(18:13)

로마법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파한다는 죄목이었다. 유대

교는 허가된 종교였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

대교와는 관련이 없는 불법종교라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재판(18:14-17)

재판은 매주 정해진 날짜에 로마 관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열

린다. 지금도 폐허가 된 고대 고린도에는 이 때 쓰던 단상이 있

다. 재판이 있는 날에는 의자를 내다 놓으며, 총독이 앉을 때에

는 자주천으로 의자를 깔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재판은 대단

히 중요한 것이었다.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이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여파는 국지적일 뿐이다. 그러나 만일 로

마 총독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가 내린 판결은 

선례로 남아 다른 로마 재판관들에게 판례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매정한 판정을 내리자 이방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그들의 반 유대적 감정을 발산하였다.

10. 서원(18:18)

누가 서원 하였는가? 바울인가, 아굴라인가? 불가타는 아굴라

로, 시리아개역은 바울로 되어있다. 시리아개역은 불가타보다 먼

저 번역된 사본이다. 이 사본에는 바울이 주격으로 되어 있다.

어떤 서원이었는가?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주장된다(민 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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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인을 서원한 사람은 음주, 삭발, 사체(死體)에 손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간은 8일에서 한달 또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시적인 나실인 서원일 경우에는 만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고 번제 제단에 불사

른다. 이 때 수양도 함께 번제로 드려지며 암양은 속죄로, 어린

양은 평화제로 드려진다. 그러나 멀리 사는 나실인을 위해서는 

머리털을 밀고, 보관하였다가 예루살렘 성전 방문시 번제와 함

께 드리도록 미쉬나는 지시하고 있다.
무슨 동기로 바울은 그와 같은 서원을 하였는가? 고린도에서

의 선교사역과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의 머리카락이 자

라는 동안 잠깐 동안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의 서원 기한이 다 찼음을 의미한다.

바울의 서원은 아마도 유대인의 훼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

니면,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키 위해서 였을 것이다(고전 

9:19-22). 서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신앙행위이다.

11. 제3차 선교여정(18:23-21:16)
가는 길: 갈라디아, 브루기아 지방(18:23)→ 에베소(19:1-41)→

마게도냐(20:1)→ 헬라(20:2-3)

돌아오는 길: 헬라→ 빌립보(20:6)→ 드로아(20:6-12)→ 앗소

(20:13-14)→ 미둘레네(20: 14)→ 기오(20:15)→ 사모(20:15)→ 밀레

도(20:15-38)→ 고스(21:1)→ 로도(21:1)→ 바다라(21:1)→ 두로

(21:2-6)→ 돌레마이(21:7)→ 가이사랴(21:8-14)→ 예루살렘(21:15-
16)

12. 아볼로(18:24-28)

알렉산드리아--이집트의 유명한 항구도시이다. 나일강 입구에

서 안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주전 332년에 세워진 도시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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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대학이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들 중의 

하나가 이 도시에 있었다.
개종한 아볼로--수사에 능하고 박식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밝

고 주의 도에 대해 터득한 바가 있는 사람이었다. 열심과 담대

함을 가진 전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성령과 죄 사함 그리고 그

리스도인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였고,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 고린도에서 사역하였다.

第19章 第 3 次 宣敎旅行/ 에베소에서의 宣敎(56-58年)

1. 에베소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당

시 에베소에는 카이스터 강(Cayster River)으로 통하는 항구가 

있었으며, 이 강은 에게해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에베소는 주요

한 상업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

의 중심지가 되었다.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의 여신 다이아나(헬

라어로 아데미/Artemis)에 바쳐진 이교도의 신전을 자랑하고 있

었다. 바울은 에베소를 2년 3개월 동안 복음전도의 중심지로 삼

았는데 그 곳 교회는 분명히 얼마 동안 번창하였다. 에베소에는 

또 약 530M의 대리석 도로가 항구로부터 동쪽 25,000석 극장까

지 뻗어 있었다. 도로변으로는 시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2. 어떤 제자들을 만나(19:1)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열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든

지,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들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과정이 사마리아의 과정과 비슷하다. 사도들의 안

수에 의한 성령강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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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19:2)

질문의 의도--바울의 이 질문이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혀 

내야 한다.

바울의 질문법--바울은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

냐?”를 묻고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무슨 세례

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다.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바

울의 심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그러

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침례와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설교하였다. 만일에 바울이 

성령을 받는 문제와 침례를 함께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

이 묻고 있는 질문은 ‘성령으로서의 세례’ 즉 내주 동거의 성령

을 의미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세례’가 침

례와 동시에 혹은 침례 가운데서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심중에 두고 질문을 던졌다 할지라도, 열두 제자

가 바울의 안수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것은 별개의 사건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사마리아, 고넬료 가정에서 이미 보았

듯이 증거적이며, 외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

으로 나타난 표적은 바울의 전도가 진실하다는 것과 바울은 하

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와 6절 “바울

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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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언도 하니”는 구분되어야 한다. 5절에서 ‘성령으로서의 세

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6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

이다. 터툴리안의 사도들의 전승에서도 침례 후에 머리에 기

름을 바르고 안수례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이

다.

4. 두란노 서원(19:9)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강의실로 

여기서 학생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며, 또 여행하는 철학자들이

나 교사들의 편의 시설로 사용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서방 사본

에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건물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공적인 활동이 정지되는 일종의 낮

잠 자는 시간이었다. 바울은 이른 시간에 천막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해 나가고, 힘든 낮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5. 두 해 동안(19:10)
이 기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기간을 말한다. 바울이 에

베소에 체제한 정확한 기간은 2년 3개월이다. 유대인의 계산법

으로는 한 해를 못 채워도 한 해로 간주하였다(20:31). 그래서 누

가는 이 기간을 3년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이 기간에 갈라디아

서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6. 은 오만(19:19)

‘은 오만’은 오만 일의 품삯에 해당된다. 노동자 한 사람이 

137년간 벌어야 할 품삯이다.

7. 은 감실(19:24)

‘은 감실’은 성전에 숭배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아데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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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의 작은 모형품을 말한다. 은으로 만든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고, 토기와 대리석으로 만든 것은 발굴되었다. 아데미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그리스 아데미가 있다. 이 아데

미는 제우스의 딸이며, 아볼로의 누이이다. 하늘에서는 달의 신

이고, 지상에서는 사냥의 신이며, 음부에서는 사철의 신이다. 둘

째, 로마의 다이아나가 있다. 셋째, 에베소의 아데미가 있다. 이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다. 수많은 유방을 소유하고 있다. 예배

는 강렬한 춤과 매춘 또는 인간 희생으로 이어지는 주신제의 형

태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아데미이다.

8. 아데미의 전각(19:27)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 세계 칠대 不可思議 ▣
(1)이집트의 카이로 교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 주전 

2,550년경에 세워졌으며 칠대불가사의 중 최대 규모이고 유일하게 남
아 있는 것이다.

(2)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정원: 일명 공중정원이라고 한다. 주전 600
년경 느부갓네살 2세 때 축조된 정원으로 전설에 의하면 삼림국가 출
신인 왕비를 위하여 단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했다고 한다.

(3)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스 본토의 올림피아 신전 안에 설치되
었던 거대한 제우스 상으로 조각의 거장 페이디아스의 작품이라 전한
다.

(4)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길이 129.5미터, 폭 67미터의 땅에 18.2미
터 짜리 기둥 127개로 세운 신전이었다.

(5)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루스 능묘: 주전 350년경 소아시아의 페
르시아인 총독 마우솔루스가 죽자 부인 아르케미시아가 세워 준 장대
한 능묘이다.

(6)로도스의 크로이소스(大巨像): 주전 3세기 경  소아시아 부근의 작
은 섬 로도스에 세워진 청동제 거상(巨像)으로 태양신 헬리오스를 나타
낸 것이다.

(7)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등대): 주전 250년경 프톨레미 2세 필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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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항구 입구 부근의 작은 섬 파로스에 세워
진 높이 120미터로 밤에는 50킬로미터 밖까지 비치는 요새를 겸한 등
대이다. 최근 클레오파트라의 왕궁터와 파로스의 등대가 바다 밑에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第20章 밀레도에서의 告別 說敎

1. 마게도냐(20:1)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

2. 고린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 하였다.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3. 함께 가는 자(20:4)

바울에게 동행이 많은 것은 아마 선교금 운반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4. 안식 후 첫날에(20:7)

‘안식 후 첫날’이란 일요일을 말한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다. 이 날에 모여 예배하였고, 성만찬을 행하였다.

5. 유두고(20:9)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을 했을 것이다. 밤을 밝히는 등불의 

가스가 창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아마 졸음을 이기기 위해 

신선한 공기를 찾아 창틀에 앉은 것이 오히려 일산화탄소 가스

로 인해서 졸음에 빠진 것 같다.

6. 떡을 떼어먹고(20:11)
7절의 말씀은 성찬을 의미하나, 11절의 말씀은 애찬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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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성찬과 애찬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전 11:17-22).

7.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부탁(20:17-38)

바울은 열심과 겸손으로 섬긴 일과 믿음의 정수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가르친 이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본 받을 것을 부

탁하였다(18-21절).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 가야할 것과 그곳에서 

받게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 하시나, 복음을 위해

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한다고 변호하였다(22-27

절). 예수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

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바

울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장로들에게 책임과 모범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다. 감독과 

목양의 책임을 다 할 것,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할 것, 기도와 하

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것,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울 것

을 부탁하였다(28-35).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

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

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감독자’와 ‘교회를 치는 자’는 

기능 면에서 볼 때, 감독자와 목자(사), 즉 목회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장로들은 지방교회를 맡아 담임하는 목사(사제)들이

었던 것이다.

第21章 바울의 逮捕

1. 두로(21:1-6)
바울은 일 주일 동안 ‘두로’에 있는 성도와 함께 보냈다. 이

들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감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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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강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전혀 돌

보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눅 9:5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난 예고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강권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도록 부탁하였던 일과 지금 

성도가 바울에게 강권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새예루살렘)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다. 예수가 걸었고, 바울이 걸었

고, 성도가 걸었던 그 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걷게 되는 것

이다. 이것이 구원사의 계속이다.

2. 돌레마이(21:7)

‘돌레마이’는 프톨레미 2세(주전 285-246년)를 기념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두로에서 약 48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3. 일곱 집사중 하나(21:8)
헬라어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다. 빌립 사도와 구별하

기 위하여 ‘칠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부른다. 그는 전

도자로 교회에 봉사하였다.

4. 전도자 (21:8)

‘전도자’(εὐαγγελιστού/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일반적인 의

미와 특별한 의미로 나누어 쓰인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그리스

도인은 빛과 소금의 직분과 작은 그리스도로서 왕적, 예언자적,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성도는 전도자이다(마 

5:13-14; 행 8:4; 11:10).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혹은 직분(엡 

4:11)으로서 이 말이 적용될 때에는 빌립, 디모데(딤후 4:5), 디도

(딛 1:5-9), 바나바(행 4:35-37), 아볼로, 마가, 실라, 가이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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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고 있

는 전도사의 위치와는 전혀 다르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는 사

도, 선지자, 교사와 같이 순회자를 말한다.54) 이들은 지방교회의 

목회자들인 집사 장로와는 다르다.

5. 선지자(21:9-10)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한다. 사도와 교사와 같이 

선지자도 순회 전도자였다. 장로와 집사를 지역교회의 담임 목

회자라고 한다면, 사도, 선지자, 교사는 순회 전도자였다. 디다

케는 이들 순회 전도인들이 방문할 때에는 영접하되, 하루 이

상 유하지 말 것이며, 3일을 유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다. 이

들이 떠날 때에 다음 장소까지 갈 음식이외에 돈을 요구하면 거

짓 선지자이며, 자기가 가르친 것을 행치 않는 자도 거짓 선지

자라고 하였다.

6. 예루살렘(21:15-16)

‘예루살렘’은 가이사랴에서 약 104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의 수도이다.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다.

7. 야고보 및 장로들의 영접과 충고(21:17-26)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 장로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자도 많았을 것이다. 이

들은 선교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하였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

져온 구제금을 기쁘게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

반하고, 할례를 금하며,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21절) 한다는 나쁜 

소문을 듣고 있었다. 따라서 장로들은 이 나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일시적으로 나실인 서원을 한 네 사람의 유대

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지

54). 유세비우스 교회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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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라고 충고한다.

이 네 사람은 서원 중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해서 불결하게 되

었기 때문에 결레를 행하고 다시 서원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다.

만일 나실인과 함께 결례에 동행해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

고, 그 값을 치른다면 아주 경건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아그립바 

1세가 이렇게 함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신용을 얻었다고 전한다.

불결하게 된 나실인은 칠일을 기다려, 머리를 깎고, 8일째에 어

린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및 그에 따르

는 소제물과 전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다.

8. 바울의 체포(21:27-36)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

이 일어났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본 후,

바울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본 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영내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진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 경고문

을 돌에 새겨 안쪽 경내에 부착해 놓고 있었다. 성전 북서쪽에

는 안토니아 성곽이 있었는데, 여기에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보

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9. 폭도들에게 변명하도록 허락을 받은 바울(21:37-40)

천부장은 바울을 사천의 자객을 이끌고 갔던 이집트인으로 착

각하였다.55) 바울은 아람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명하였다.

第22章 改宗의 動機에 對한 辨明

1. 바울이 유대인에게 변호함(22:1-23)

55).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2.13.5. 고대사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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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생과 성장, 회심의 과정, 이방전도의 사명 등을 설명

하였다.

2. 채찍질(22:24)

로마인의 채찍은 날카로운 쇠붙이나 뼈를 박았고 튼튼한 나무 

손잡이가 붙어 있었다. 이 채찍에 맞으면 죽거나 폐인이 되곤 

하였다. 바울은 세번 태장을 받고, 다섯 번 유대인으로부터 매질

을 당하였으나, 로마의 채찍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매를 맞

는 사람은 대개가 기둥이나 말뚝에 채찍질하기 쉬운 높이로 묶

인다. 타키투스(Tacitus)는 10명중 7명은 죽고 나머지 세 명은 들

것에 실려 나간 후 평생 절름발이가 된다고 전한다.

3. 로마 시민권(22:25-30)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자였다. 학자들은 바울의 조상 가운데 폼페이 당시 군대에 봉사

한 대가로 시민권을 받은 것 같다고 추측한다. 시민권은 돈으로

도 매입이 가능하였다(28절).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인 메사리

나와 그녀의 궁정에서 총애 받던 자들이 시민권을 팔았다고 전

한다.

第23章 公會 앞에서의 辯護

1.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호함(23:1-10)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교리적인 

불일치를 이용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2. 대제사장 아나니아(23:2)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네데배우스(Nedebaeus)의 아들로서 주

후 47년 헤롯 칼시스로부터 관직을 임명받아 11-12년 동안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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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다. 그는 이 성직을 가장 더럽힌 사람 중에 하나였다. 요

세푸스는 그가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 가야할 십일조를 가로챘

다고 기록하고 있다.56)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줘야할 십

일조를 주지 않고 재산을 축적했는가하면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

낌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 이렇듯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으며, 그의 친로마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 열

심당원들로부터 미움을 샀다. 66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

을 때 아나니아의 집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방화되었으며, 아

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하여 궁전 뜰에 있는 도수

관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57)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과 

산헤드린 의장의 권한을 갖는다. 구약의 세습제도가 중지되고 

왕으로부터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고서부터는 그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당국자에 의해서 세워진 대

제사장들이 로마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3. 총독 벨릭스(23:24-26)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름에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식

이고 루시아는 헬라식인데, 이것은 루시아가 헬라인으로서 클라

우디우스 치하에서 로마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

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

모를 알아차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Felix)에게 편지

를 보냈다.
로마당국은 유대인들의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지배자 로마를 

56). 요세푸스, 고대사 22.9.2.
57).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II,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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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군사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이사랴

에 주둔시켰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로마총독부와 기지가 있었다.
로마군 병사가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해야 할 경우에 황제의 권

력을 상징하는 군기는 가이사랴 기지에 놓아두고 출동하도록 규

정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유대총독직에서 해임된 가장 큰 이

유가 군기를 앞세운 부대를 예루살렘에 입성시켰기 때문이었다

고 한다. 로마가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취한 일

련의 행동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

모를 알아 차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Felix)에게 편지

를 보냈다.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

에 그의 형제와 함께 종이었다가 후에 자유인이 된 노예 출신이

었다. 그의 형제 팔라스(Pallas)는 글라우디오의 가까운 친구 중

에 하나였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에 의하면,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

며 노예근성으로 왕권을 행사하였다고 전한다(Tacitus, History,

V.P). 그는 세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한 여인은 안토니아 클레오

파트라의 손녀였고, 또 한 여인은 헤롯 아그립바 I세의 딸 드루

실라(Drusilla)였다. 드루실라는 15세에 에메사(Emesa)의 왕 아지

주스(Azizus)와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16세의 나이로 벨릭스

와 결혼했다. 드루실라는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바울 때

에 드루실라의 나이가 약 20여세였다고 한다.

4. 호송(23:31-35)

바울은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보내졌다.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할 것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 

하게 될 것을 알려 주었다(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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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章 벨릭스 總督 앞에서의 辨證

1. 바울의 벨릭스 앞에서의 변증(24:1-27)
누가의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들 중에 하나가 자격 있고 공정

한 재판관들이 기독교 선교가 로마법의 측면에서 전혀 죄가 없

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

고자 하는 것이다. 유대인 측의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로마제

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소동케 하는 지독한 염

병이요, 나사렛 종파의 주동자이며, 성전을 더럽히려다가 잡힌 

자라고 고소하였다.

2. 나사렛 이단의 괴수 바울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였고(10-21절), 천부

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었다(22-23절). 바울이 벨

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24-27절).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간 구류되었다. 바울의 옥살이는 유대인

의 환심을 사려는 벨릭스의 정치적 술책과 바울에게 돈을 바라

는 흑심 때문이었다.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체포되어 총 네 차례의 심문을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체

포된 직후 공회원들 앞에서 한번, 유대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

랴에 2년간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과 그의 후임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립바 왕에게 각각 한번씩 심문을 받았다. 그런

데 예수님도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체포되

어 공회에서 한번, 빌라도 총독에게 두 번, 헤롯 안디바 왕에게 

한번, 총 네 번의 심문을 받으셨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예수님은 

각각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체포되어 네 차

례씩 심문을 받았다.

이 여행과 심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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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바울이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험한 길을 따랐다

는 점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여

행했고,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

령 충만함을 입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였고, 예수님은 예루살

렘에 도착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

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다. 바울도 예루

살렘에 도착하여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의 셋집

에서 2년간 갇혀 지냈지만, 끝내는 석방되어 계획했던 대로 서

방지역선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들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

울이 그랬던 것처럼 불굴의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처럼 바울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고, 불

리한 재판을 받았다. 이 불리한 재판을 감당키 어려워 로마 시

민이었던 바울은 네로황제에게 상소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민중선동죄, 반역죄, 성전모독죄, 조세

(租稅)거부죄, 메시아참칭(僭稱)죄와 같은 억지 혐의로 기소되었

고, 변호인도 없었고,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법적용과 잘못

된 판결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다. 이로써 기득권 세력의 유

대인들은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국가가 지상에서 사라

지고, 1948년 5월 14일 재건되기까지 무려 1878년 동안 나라 없

이 남의 나라에 얹혀살면서 온갖 수모와 서러움을 받았어야 했

고, 그 와중에서 1,2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였다. 그런데 유대

인들의 만행은 예수님한테 한 것에서 끊나지를 않고 사도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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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까지 미쳤던 것을 보게 된다.

5-8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

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

다”고 하였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병을 퍼트리는 염병

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더둘로는 세 가지로 지적

하였다.
첫째는 소요죄였다. 바울은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

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다. 로마제국은 소요사건에 

대해만큼은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처리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

를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소요 사건의 주

동자들과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잔인한 사람이었다.

소요죄는 반란음모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사형에 처해

질 수도 있는 중죄였다. 바울을 처벌코자했던 유대인들은 이 점

을 악용한 것이다. 종교적으로 불만이 있던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했던 것이다.
둘째, 나사렛 이단(異端)의 괴수(魁首)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인들이라고 불렀는데, 나사렛이

란 예수님의 출신지를 가리킨 말로써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출

신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이외의 종교는 모두 불법종교였다. 로

마제국이 인정한 합법종교는 유대교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

엘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거짓메시아들이 심심치 않

게 출몰하였는데, 이들 무리들은 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뿐 

아니라, 심중팔구 반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써는 단호하게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 5장 

36-37절을 보면, 드다란 사람과 갈릴리 사람 유다가 각각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21장 38절을 보면, 사천 명의 군사를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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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고 나가 반란을 일으켰던 애급사람도 있었다. 또 이스라엘

을 1878년간이나 나라 없이 유랑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두 차

례의 로마제국과의 전쟁도 메시아를 사칭하는 일에서 비롯되었

던 것이므로, 바울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

는 이단자들의 괴수라면 중죄인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유대인들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 것 같다.

셋째, 성전모독죄였다. 성전모독죄는 로마가 허용한 유대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로마총독의 제가 없이도 즉결처벌 할 수 있

었으므로 성전에서 체포된 바울을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송치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법상으로 보나 유대법상으로 보

나 반드시 처형되어야할 염병과 같은 존재요, 중죄인임을 고소

하였던 것이다.

염병은 유행병으로써 일단 걸렸다하면 치명적이다. 이런 사실

에서 볼 때, 더둘로가 바울을 염병에 비교했다는 것은 아이러니

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

국을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작지만 그 퍼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

다는 뜻으로 쓰셨다. 좋든 싫든 천국복음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염병과 같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갖는 변화의 능력, 천국복음이 갖는 변화의 능력이 결국

은 전 로마제국의 백성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았는

가?
1800년 정조대왕이 죽자 북인 벽파의 무리가 홍낙안을 앞세워 

교회를 박멸하고자할 때에 붙인 죄목들은 비인간성과 비국민성 

그리고 체제도전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이나 국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제사를 배척함으로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무리요, 비밀집회

를 통해서 나라안전을 위협하며,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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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타파로 반상체

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며, 인륜과 충의를 저버린 짐

승의 무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씨까지도 제거해 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널리 번져버린 염병을 제거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몇몇 사람은 죽일 수 있을

는지는 몰라도 전파력이 강한 복음의 씨앗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다.

더둘로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

다.

첫째,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예배

하러 올라갔다는 것이다(11절). 예루살렘 방문목적이 정치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왜냐

하면 더둘로가 자신을 정치범으로 몰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열이틀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떤 내란음모

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열이틀 중에 나흘간

은 붙잡혀 있었고, 칠일간은 성전에서 성결례(聖潔禮)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선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둘째, 아무도 자신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나 회

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

는 것을 언급하였다(12절).

셋째, 종교적으로도 흠 잡힐 것 하나 없는 사람으로서 체포 

후 공회원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변호하였다(14-21절). 실제로 예수님과 바울은 이스

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하였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 한 

율법과 회당예배와 구약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14-15절).
넷째, 예루살렘 방문 목적 가운데는 가난한 동족의 구제와 성

전에 예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17절). 이 언급 때문에 벨

릭스는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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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

러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이 없기를 힘썼다”(16절)고 변호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참으로 담대하게도 벨릭스 총독에

게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약간의 기회만 주어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다.

그런 바울에 비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

호의 기회들을 머뭇거리고 결단을 미룸으로써 크고 중요한 축복

들을 놓치고 말았다. 벨릭스는 회개와 결단의 기회를 연기함으

로써 크고 위대한 영생의 복을 차버렸고,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

도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였던 것이다. 그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대신에 몇 푼의 돈을 바울로부터 받을까 해서 석방을 연기하였

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벨릭스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 예수님을 그

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유대인

의 편을 들어 바울을 그들의 손에 넘기질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수일 후에 그의 아내 드루실라(Drusilla)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道)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 드루실라가 유대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에게 바울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들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다(25절). 그러

나 죄가 많았던 벨릭스로서는 바울의 설교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는 결단의 시기를 연기함으

로써 생애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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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章 베스도 總督의 裁判

1. 베스도(25:1-5)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다. 베스도의 부임

은 주후 60년경이었다.

2. 바울의 상소(25:6-12)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다. 베스도가 산헤드린의 제안

을 용인하려 하자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최

고심인 황제의 판결을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요구하였다.
이 때의 네로 황제는 선정을 베풀고 있을 때었다.

3. 헤롯 아그립바 2세(25:13-22)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베스도를 방문하였다. 헤롯 아그립바 

2세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죽자(주후 44년), 17세의 나이

로는 문제 많은 유대지방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여 후계자로 지

명되지 못하였다가 칼시스의 왕인 삼촌 헤롯이 죽자(주후 48년),

이 작은 왕국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주후 52년 이후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할 권리와 또 매년 대속죄일에 입는 

의식 예복을 보관하는 권리도 함께 받았다. 53년에는 이 작은 

왕국을 내어 주고 대신 빌립의 분봉과 루사니아의 분봉을 포함

하는 더 큰 영토를 받았다. 이 영토는 3년후 네로가 갈릴리 호

수 주변의 도시들과 고을들을 덧붙여 줌으로서 더욱 확장되었

다.

4. 버니게(2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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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게’(Bernice)는 아그립바 2세보다 한 살 아래인 누이동생

이었다. 버니게는 칼시스의 헤롯인 삼촌의 아내였는데,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녀의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버니게

는 드루실라보다 인물이 못하여 늘 드루실라를 괴롭혔다고 한

다. 드루실라가 아지주스를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유에서 였다.

버니게는 주후 66년의 유대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

다.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까지 총독 플로루스

(Florus)의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극렬분자들은 그녀와 아그립바의 궁궐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 후로 그녀는 로마를 지지하게 되었고, 전쟁 말에는 

티투스의 주의를 끌게 되었으며, 주후 75년 아그립바와 함께 로

마에 갔을 때 티투스의 아내가 되어 그와 함께 살았다. 티투스

는 로마 백성들의 반대만 없었다면 그녀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을 것이다.

第26章 아그립바 2世 앞에서의 辨證

1. 바울의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의 변호(26:1-32)

(1)바울의 변호의 요점은 이례적인 서두로 시작해서 바리새인

으로서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박해, 다메섹 도상에서의 신앙체

험, 그 경험이 그 후의 생애를 인도하였던 일들, 체포,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자신을 변호하였다.

(2)베스도와 바울과 아그립바 사이의 대화(24-29절)
(3)바울의 무죄에 대한 동의(30-32절)

(4)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누가의 변증적 동

기를 대변하고 있다. 바울의 무죄와 기독교의 타당성을 입증하

는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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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그립바 왕 앞에 선 바울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투옥된 지 만 2년 만에 아그립바 왕 앞에 서게 된 장면을 소개

하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아그립바 왕이 두 사람이 나온다. 한 사람은 12
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립바 1세 왕으로써 주후 44년경에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벤 사람이다. 아그립바 1세는 북시리아, 갈릴리,

요단강 동편 베뢰아지역을 통치했던 로마가 인정한 왕으로써 주

후 41년부터 44년 죽을 때까지는 총독관할의 유대지방까지도 함

께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다.

사도행전 25-2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립바 2세이다.
헤롯 아그립바 2세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

의 증손자이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죽자, 17세의 

나이로는 문제 많은 유대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여 후계

자로 지명되지 못하였다가 칼시스의 왕인 삼촌 헤롯이 주후 48

년에 죽자 그의 작은 왕국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주후 52

년 이후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할 권리와 또 매년 대속

죄일에 입는 의식예복을 보관하는 권리도 함께 받았던 사람이

다. 주후 53년에는 먼저 통치하던 작은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대신에 넓은 영토를 물려받아 통치하게 되었다. 그로부

터 7년 후인 주후 60년에 바울을 심문하는 현장에 있게 된 것이

다.

본문에 등장하는 ‘버니게’(Bernice)는 아그립바 2세보다 한 살 

아래인 누이동생이다. 버니게는 칼시스의 헤롯인 삼촌의 아내였

는데,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그립바 2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버니게는 드루실라보다 인물이 못하여 늘 드루실라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어린 드루실라가 아지주스를 버리고 벨릭스 

총독과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버니게는 주후 66년에 발발한 제1차 유대전쟁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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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던히 애를 썼다.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서약을 하면서까지 총

독 플로루스(Florus)의 유대인 학살을 막으려고 힘썼으나 허사였

다. 그러나 반란군 유대인열심당원들은 그녀와 아그립바 2세의 

헤롯궁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 후로 버니게는 로마당국의 편

에 서게 되었고, 전쟁 말에는 점령군 장군 티투스의 주의를 끌

게 되었다. 주후 75년에 아그립바 2세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티투스 황제의 아내가 되어 로마에 살았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반대로 버니게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로마제국의 황후가 되지

는 못했다.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투옥된 지 통산 다섯 번째 심문을 받기 위해서 아그립바 왕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아그립바에게 전하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소개하였다. 주후 60년에 아그립바 

왕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차 가이사랴를 방문하였다. 그

러자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점을(2절) 훤히 

꿰고 있는 아그립바에게 바울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

였다. 그렇게 해서 아그립바 2세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마음껏 호소하기보다는 오히

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로 삼았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전도에 대한 강렬한 사명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일로 매 맞고 감

옥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장가가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는 끈질긴 모습을 보였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샤라 

총독부감옥에 2년간 묶여있는 동안 총 다섯 번의 심문을 받았

다. 그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하기보다는 오히

려 그 순간을 복음증거의 기회로 삼곤 했다. 이미 네로 황제에

게 상소한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 서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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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겠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체 높은 분들에게 복음증거 

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

하셨는데,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 아그립바 2세 왕 앞에 선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

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

을 왜 못 믿느냐는 것이다. 바울은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

까?"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에서 자신의 체

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한 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믿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9-12

절에서 고백하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

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

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

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

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삐뚤

어진 것이긴 했지만, 율법에 대한 열정, 유대교에 대한 열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했었다는 점이다. 이 열

정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믿

는다.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서 그를 들어 쓰시지 않았을 것이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이긴 

했어도, 잘못 알고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열

정을 바로 잡으셔서 천국복음전파를 위해서 큰 그릇으로 쓰셨

다. 그래서 순수한 열정이 중요한 것이다. 열정이 순수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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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결과가 나빴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고침 받고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다가 과오

까지 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인간들에게도 

버림을 당한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소망 중에 하지 못한 일들은 작은 결과

만 나타나도 크게 공치사를 하게 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분을 품게 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

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고 행

한 일들은 공치사하지 않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인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

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기”(고전 13:4-5) 때문이다. 바울의 열정

이, 비록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이었어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

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되었던 것이다.
셋째, 바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열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음을 증언하였다. 예

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

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

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 줄 일

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

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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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14-18). 이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사도

로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 목적은 흑

암에 사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에로 사

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신앙공동체에 가입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

고 구원을 주신 성도들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넷째,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감히 말하기를, “결박한 것 외

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라고 자신의 생각

을 피력하였다. 바울의 증거에 대한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바울

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24절)

로 나타났다. 또 아그립바 왕의 반응은,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28절)로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짧든지 길든지 말할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을 설득

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려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

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입에

서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을 토해낼 수는 없는 것인지, 순간순

간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보다는 예수님 증거에 힘썼기 때문에, 바

울을 심문했던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오히려 바울에게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갖

게 해 주었다.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데 급급해 하기보다는 오

히려 주어진 자기 사명에 충실했을 때, 바울은 모든 사람들로부

터 무흠하다는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바울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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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을 때, 바울을 죽이

려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第27章 地中海 上에서의 漂流

1. 가이사랴에서 시돈 까지(27:1-3)
‘율리오’는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었다. 연락 장교단의 직무

를 수행하였다. ‘아구사’도는 외인부대에 부여된 명예로운 호칭

이다. 바울이 탄 배는 무시아의 항구도시 아드라뭇데노에 속한 

배였다.

2. 구브로에서 무라 까지(27:4-6)
‘무라’는 이집트와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선단의 주요 항

구였다. 바울은 무라 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

3. 금식하는 절기(27:9)

대속죄일은 디스리월 10일이다. 주후 59년의 대속죄일은 양력 

10월 5일이 되고, 60년에는 9월 23일에 떨어진다고 한다.

4. 항해에 위험한 시기(27:9)

항해에 위험한 시기--9월 14일경부터 11월 11일 무렵까지를 말

한다.

항해할 수 없는 시기--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말한다.

5. 유라굴로(27:14)

‘유라굴로’(Euraquilo)는 동북동풍이란 뜻이다. 헬라어와 라틴

어의 합성어이다. ‘유로’(euro)는 헬라어로 동풍이란 뜻이고, ‘구
로’(aquilo)는 라틴어로 북풍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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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기를 기회로 삼은 바울(27:1-26)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역설

적이지만 환난 중에서 이뤄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 주

고 있다. 바울은 첫 선교를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과 터

키 남갈라디아 지역에서 마쳤고, 두 번째 선교를 그리스 최남단

에 위치한 아가야도 고린도에서 마쳤고, 세 번째 선교를 터키 

에베소에서 마쳤다.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세운 네 번째 선교

지역이 로마와 스페인이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은, 비록 재

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미결수의 몸이었고, 바람직한 방법

은 아니었지만, 계획대로 서방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팔레스타인 가이샤라에서 2년 조금 넘

게,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략 2년간 도합 4년간의 미결수 신분의 

옥살이를 했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충분한 쉼과 학문적인 성찰과 자기발

전의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

하지 않는 환난과 역경의 순간에서라도 우리의 기도와 계획이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위기가 기회라

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이로써 우리는 막힘의 위기 속에 트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전 10:13)고 말했고, "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고후 4:17)고 말했다.
위기(crisis)란 말은 한자로 위태할 위(危)자와 틀 기(機)자의 

두 문자로 이루어져있는데, '위(危)'자는 위험을 뜻하고 '기(機)'자

는 기회를 뜻한다. 그래서 위기란 위기도 되지만, 잘만하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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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는 인류문명의 흥망성

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위기가 너무 커도 망하고 위기

가 없어도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적당한 위기는 인류문화와 문

명을 흥하게 하는 도전(challenge)이라고 했다. 여기서 '적당한 

위기'란 위기에 반응(response)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

람은 강한 위기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은 

약한 위기에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전혀 없

어도 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위기는 인간의 발전을 위

한 쓴 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는 말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않

고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

나님은 오히려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경

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울의 로마여행은 수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호송길이기보다는 

차라리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행길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1절에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가이샤라에 주둔한 황제군

단(the Augustan Cohort)에 소속된 백인대장으로써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2절에서 ‘아드라뭇데노(Adramyttium)배’는 소아시아 북쪽 아

드라뭇데노에서 온 상선으로써 바울과 그의 일행이 승선한 배였

다. 이 상선은 터키와 수리아의 연안을 항해하는 무역선이었다.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연안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다.

이 배에 바울의 동역자들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승하였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선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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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으로 동행하고 있었고, 또 의사로 알려져 있다. 선교팀에 

의사가 동행했었다는 점은 바울일행에게는 물론이요, 선교사역 

자체를 용이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

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에베소

에서 난동을 일으켰을 때,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되었던 그

리스도인이다(19:29). 아리스다고는 누가와 함께 바울시중과 동역

을 위해서 자비부담으로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리

스다고는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제3차 전

도를 마치고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직후에 많은 기

부금을 가지고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팀원

으로 동행 했던 사람으로서(20:4)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송되어 2년 넘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고

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가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9절의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Yom Kippur) 이전에 닷새 

동안 지켜야 하는 금식기간으로써, 이 시기를 주후 59년으로 볼 

경우에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쯤이 된다. 따라서 “금

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언급은 10월 5일이 지났다는 뜻

이다, 배가 출발하는 지역은 동쪽이고, 목적지인 로마는 서쪽에 

있음으로 남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받아야 항해가 순조롭게 된

다. 그런데 대속죄일 이후에는 계절풍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으로 바뀌는 때이므로 로마로 가는 항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

단에서 나온 말이다. 이스라엘의 월력에 의하면, 대속죄일 전후

로 설날과 초막절이 있는데, 10일전에 설날이 있고, 5일후에 초

막절이 시작된다. 주후 59년 당시 보름달이 뜨는 초막절은 10월 

10일에 시작되었을 것이므로, 이후의 바다항해는 장기여행일 경

우 서둘지 아니하면 곧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기 때문에 위험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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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일행은 터키 남단의 루기아 무라항에서 로마로 출발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 옮겨 타게 되었는데, 이 배가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미 북동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중에 여러 날 

지체된 상태에서 배가 남쪽으로 밀려 그레데 동남쪽 라새아성 

근처 미항에 가까스로 정박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과동이 불편

한 곳이었으므로, 그레데의 남해안을 끼고 서쪽으로 옮겨가 뵈

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 배가 남해안을 끼고 서쪽에 위치한 뵈닉스로 이동하는 데

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므로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백부장과 선장은 항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처럼 출발한지 얼마 못되어 북동쪽에서 남

서쪽으로 부는 동북풍인 유라굴로 광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따

라서 배는 해안을 끼고 돌지 못하고 해안에서 남서쪽으로 밀리

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선견지명과 충고를 무시한 채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여 배를 출항시켰던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과 결

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려고 한다.
첫째, 가치관이나 관심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바울의 경험보다는 항해경험이 더 많은 선장의 판

단이 옳을 것이라는 일반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백부장은 죄인들의 호송을 맡고 있는 터라 임무수행

이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선장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데에 더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인명의 손실을 더 걱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던 백부장은 하마터면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될 뻔했고, 목숨을 잃을 뻔도 했으며, 좌천될 뻔도 했다.
또 부의 축적에만 관심하였던 선장은 오히려 배와 화물 모두를 

잃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 바울로 인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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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손실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도 이 세상사는 동안에는 믿

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

부장이나 선장은 바울의 영성을 이해하지 했다. 그들은 하나님

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백부

장과 선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지만, 바울

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소중한 가치를 

두었고,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큰 것을 잃고 말았지

만, 바울일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보다 권세가 높고 잘 사는 세속적 

가치관에 매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의 아니게 시련을 

겪어야할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 

믿어서 실망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섰으면 한다.

셋째,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선포되

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겸허한 삶의 자세라고 믿는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찮은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새겨들을 수 있는 경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보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

는다. 쓸데없는 고집으로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백부장

과 선장의 사례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

숨을 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소 잃고 

나서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경건했으면 

한다.

넷째,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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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전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했

고, 22-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

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

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

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

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

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7. 살림의 일을 행한 바울(27:27-44)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은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나 비교적 짧

은 거리인 뵈닉스로 향해가던 배가 강한 북동풍을 만나 목적지

를 벗어나 14일 동안이나 밤낮 폭풍이 몰아치는 흑암에서 장장 

840km나 멀리 떨어진 멜리데 섬 해안 근처에까지 떠밀리게 된

데 있다. 이런 난국을 만나게 된 이유도 그렇고, 또 이 난국을 

타개해 가는데 있어서도 선주나 선장 또는 백부장이나 선원들조

차도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오히려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은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다. 죄수라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황판단을 바

르게 했던 사람이었고, 죽음 앞에서조차 생명을 논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폭풍 속에서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뜬 자였으며, 극한 상황 속에서조차 역사의 주인이신 하

나님을 볼 수 있고, 죽음의 바다에서조차 구원의 해변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살림의 일을 하는 능력의 지도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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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7장 27-44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 배가 멜리데 

섬 근처27미터 깊이의 물에 이르렀을 때 선원들은 배의 뒷부분

인 고물에서 닻을 내려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날이 새기

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선원들이 배 앞쪽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를 눈

치 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군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버렸고, 이제는 구명보트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야할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

황에서도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삶에 대

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무려 14일간

이나 먹지를 못한 상태에서 기진해 있었던 것이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던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

를 가볍게 하였다.

우리들도 때로는 살기 위해서 움켜잡았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버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

요한 것은 버려야할 상황이 오기 전에 깨닫고 그런 상황을 만나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동행했기 때문이. 하나

님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276명 모두를 살려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살다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잘

못된 판단과 생각,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잘못 택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심하게 고통을 겪어야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하

나님을 믿는다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도사

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몸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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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우리들의 선한 뜻대로만 움직여 주질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면키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섭리를 의심치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써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육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닻줄을 

끊고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해

안에 접근하였다. 그런데 그만 배가 모래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의 고물은 파도에 깨어졌다.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려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에 있던 물건들을 의지해서 육지에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

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 해안에 상륙할 수 있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몇 가지 

읽을 수 있다. 첫째는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하는 선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둘째는 고정관념에 매어서 죄수들을 죽이

려한 군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셋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과 사랑과 소망으로 일관한 바울의 살림의 생각을 읽을 수 있

다.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들어난다. 성

경에서 불같은 연단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지푸라기인지가 들어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전까지는 감춰있는 속성이 들어나질 않다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들어나게 되는 것이다. 14일간이나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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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밀려 흑암에서 먹지도 못하고 지냈던 이 죽음의 용광로에서 

사람들의 인격과 인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읽을 수 있다.
육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육감으로 알아챈 선원들은 함께 고생

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였다. 선원들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사실을 알아 채를 것이고, 끝까지 남아 있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쌓여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그들은 배를 조정해야할 선원들이었다. 그들이 떠나버리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풍랑이 멎는다 해도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다면 얼마

나 암담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좋고, 바울과 같은 위

대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선

원이 없이는 배를 움직일 수 없다.

배의 선주나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은 크고 

작은 일들의 책임을 진 실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맡겨진 책임

을 완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죄수들을 처형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들의 이런 답답함이 어디에 기인했다고 보는가? 그것

은 다름 아닌 그들의 고정관념, 틀에 매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

들은 앞을 내다보지를 못했고, 현실의 상황에만 급급하여 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울은 시종 하나님의 종으로써 뿐 아니라, 상식과 순

리에 있어서조차 그들보다 앞선 생각을 하였고, 그가 비록 수인

의 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었으며, 사람의 목숨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도

자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난 배를 실질적으로 안전하

게 지휘하고 움직였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었다. 이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울의 지도력과 영적인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에서 나왔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힘을 주셨다고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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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

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영적인 힘의 크기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을 했던 한 사람, 흑암을 빛으로, 혼

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을 바르게 믿었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목숨을 건

졌다. 절망에 지친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였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심었던 바울의 행동,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조차 상황판

단을 바르게 하였고, 모든 정황을 통솔해 나갔으며, 절망의 늪에

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이 276명
의 죽을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고,

감옥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자포자기와 좌절의식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에게

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자들을 능가하고 상황을 통

제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

다.

第28章 로마에서 2年間 셋집에 갇힘

1. 멜리데(28:1)
‘멜리데’는 길이가 36KM, 폭 17KM의 ‘피난처’란 뜻을 가진 

작은 섬이다. 이 섬에 276명이 모두 무사하게 상륙하였다.

2. 토인들(28:2)

‘토인들’(barbarians)이란 ‘야만인’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야만

인이란 뜻은 헬라어나 라틴어 혹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어가 마치 ‘바바르’라고 들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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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오스구로(28:11)
‘디오스구로’는 이 섬에서 삼 개월간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

의 기호이다. 이 말은 두 소년, 즉 쌍둥이 형제란 뜻이다. 항해

의 수호자인 카스토르와 풀뤼데우케스였다. 그들의 별자리인 쌍

둥이 좌는 폭풍 중에 행운을 상징하는 표시였다. 바울 일행은 

이 배를 타고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하였다.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다. 카스토르와 풀뤼데우케스

가 이들이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둘을 통틀어 '게미니

(Gemini)', 즉 쌍둥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사후에 하늘의 별자리

로 붙박히게 되는데 이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쌍자궁)'다.
196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유인 위성 계획 '제미니 플랜'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위성이 태울 사람 수가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

다.

4. 로마에서의 바울(28:16-30)

바울은 로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 받았다. 셋집을 얻

어 파견된 병사와 함께 지냈다. 파수꾼과 바울의 손은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다. 바울은 2년간 이 집에 갇혀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옥중서신(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을 

기록하였다.

렘세이는 이 기간이 고소자들이 자기들의 고소를 진술해야 하

는 법정기간(18개월)과 바울의 석방수속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포

함한다고 말한다. 바울을 기소했던 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

소하는 일이 신상에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로마에 나타나지 않

았다. 로마법은 패소한 고소자들에게 매우 거칠게 다루었으며,
특히 남을 무단히 괴롭히고자 한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사도행

전은 이로써 예수의 명령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

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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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마에 도착한 바울(행 28:1-15)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

하고 무사히 한 섬에 내렸는데, 알고 보니, ‘멜리데’라 불린 오늘

날의 말타공화국이었다. 이 ‘말타’는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100킬러미터, 북아프리카로부터는 약 34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였다.

오늘날에는 39만 명 정도의 말타인들이 살고 있고, 98퍼센트

가 천주교신자들이다. 언어는 말타어와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

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1964년까지 영국이 지배했던 섬

이어서 그런지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곳이다. 기후는 온화하

지만, 여름엔 뜨겁고 건조하다가 겨울에 비가 내리는 곳이다. 사

막화가 진행되는 곳이어서 마실 물이 부족한 곳이다.

바울일행이 이곳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 섬사람들은 친절했고 

호의적이어서 바울일행으로써는 더없이 고마운 분들이었다. 숙

식의 해결은 물론이고 배도 끌어다가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섬사람들 또한 축복 받은 사

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국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

고, 병 고침도 받았다. 주거니 받거니 가는 정 오는 정이 풍성했

던 것을 볼 수 있다. 섬사람들은 죽다가 산 276명의 사람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복 곧 신령한 복으

로 덕을 끼쳤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

았고, 헬라인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물질로 도왔던 경우와 다

를 게 없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도움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

해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기적이나 능력 행함은 복음이 전파되

기 위해서 증거적으로 또는 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란 사실과 그가 전하

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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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능력 행함을 기적의 근원으로, 이적 또

는 이사(놀람)를 기적의 결과로, 표적을 기적의 목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여기서 표적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란 사실과 그가 전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아니한 것이나,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친 것이

나 섬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타난 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그와 같은 능력 행함은 복음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물론 병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

킨다는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해방보다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해방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말타에서 3개월간 겨울을 보낸 후 바울일행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는데, 배의 기호가 “디오스구

로”(Dioskouroi)라 하였다. ‘디오스구로’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Castor)와 폴룩스(Pollux)를 말하는 것으로써 선원들의 

수호신들이었다. 이 글 또는 그림을 뱃머리에 새겨서 표시했던 

것을 말한다. 이 배를 타고 시실리의 수라구사(Syracuse)에 도착

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이태리 본토 최남단에 위치한 

레기온(Rhegium)에 이르렀고, 다시 레기온에서 남풍에 의지하여 

340km 떨어진 보디올(Puteoli)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보디올에 도

착한 바울은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죄수였음에도 불구

하고 바울은 이곳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이나 성도들을 만나 교제

할 수 있었는데 백부장의 배려가 컸던 것이다. 보디올에서 7일
을 머문 후 바울 일행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된다. 바울이 로

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시로부터 무려 170리(68km)나 떨어진 압비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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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of Appius)와 '세 개의 숙소'라는 뜻을 가진 삼관(Tree

Taverns)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

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28:15)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요, 다른 한편으

로는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다.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

의 은혜도 큰 법이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처럼, 고난

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법이다. 로마방문을 계획했

었지만, 2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네로황제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왔지만, 자신의 뜻

대로 배를 움직일 수 없었고, 따라서 14일간이나 밤낮 죽음의 

바다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하였다. 또 얼마나 오

랫동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지내야할지도 모른 상태이고, 처음 

방문하는 로마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바울을 

보겠다고, 일면식도 없었던 성도들이 또 누구로부터 소식을 들

었는지, 백칠십리 길을 멀다않고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본 순간 그 숫한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면서 뜨거운 눈

물이 눈가에 이슬처럼 맺혔을 것이다.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일면식도 없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하

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

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찼을 것이다.

6. 연금 상태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바울(28:16-31)

바울일행이 로마에 도착해서부터 무죄로 풀러날 시점까지의 

기록이다. 16절밖에 안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무려 2년 동안의 

일을 적은 글이다.

바울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자유는 허용 받았던 것 같다. 바울

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셋집에서 파견된 병사 한명과 함께 지

냈다. 학자들은 병사와 바울의 손이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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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연금 상태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풀려

났다고 본다.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렘세이는 고소자들이 로마에 

와서 고소내용을 진술해야 할 법정기간이 1년 6개월이었고, 석

방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라고 보았다. 그런데 

바울을 기소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

져가는 것이 자신들의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로

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로마법은 패소한 고소자들

을 매우 거칠게 다뤘으며, 특히 남을 무단히 괴롭히고자 한 경

우는 더욱 그러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무고죄는 그 형벌이 상

당히 무겁다. 함부로 남을 고소하게 되면 자칫 무고죄에 걸려 

무거운 형을 살수도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

포된 이후로 총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계획했던 선교여행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

렇더라도 결코 무익한 시간들은 아니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그런데 2년 동안의 일치고는 너무 간략해서 구체적

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일들이다.

첫째,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달려가기만 했던 바울에게 충분

한 휴식의 기간이 되었다. 앞서 행한 1-3차 선교여행 때에 행한 

정황이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밝혀져 있는데, 여기서 바울

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

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인의 위험과 시내(city)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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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글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기록한 글이다. 이후로 예

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유대총독부 감옥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바다에서 14일간이나 폭풍 중에 표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셋집에서의 2년간은 바울에

게 있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둘째, 이 기간동안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 가득한 물질후원을 

받으면서 젊은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목회사역을 관장하는 일과 

사상을 정리하고 글로 적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측키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셋째,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바울은 유력한 유대인들을 

셋집에 초대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변호할 뿐 아니라, 집회

를 열어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소

망(28:20)과 자신의 신학사상(28:22)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

습니다”(28:23).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대

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썼다

(딤후 4:2).

넷째,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당대에 교회가 처

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

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앎이라”고 한 말이다. 기독교

가 초창기 받았던 박해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 사실 기

독교 복음이 전파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초창기에는 박해와 

탄압이 있었다.

다섯째, 사도행전은 마침내 사도 바울이 숙원인 로마에 입성

했다는 사실로 끝을 맺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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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기틀이 마련되었고, 복음은 다시 로마로부터 출발되어 전 세계

로 뻗어나갈 새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으며, 활짝 열린 미래에

의 개방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닥쳐와도, 총칼의 위협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전쟁과 천

재지변이 일어나도 복음의 행진은 지속된다는 역사가의 위대한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한길사, 1997), 38-48쪽]

에서, 역사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

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그 뜻풀이에 역사

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다.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

고 하면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잘하는 역사

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

다면 역사가로써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밝혀주려고 했을

까?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1)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기원,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

사를 기록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2)헬라-로마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가 그 목적이다. (3)지연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Conzelmann). (4)바울을 언짢게 생각하는 유대기독교(P교회)에

게 바울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Brandon). (5)박해자인 로마당

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H.

Sahlin, B. S. Easton). (6)박해자인 유대인을 향한 변증서이다

(Hengel).
그러나 이들 학자들의 주장보다도 더욱 설득력을 갖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기원, 전파, 그리고 발전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가지

고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박해까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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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도들에게 배척(박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도생활과 성

령충만함으로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

이다. 누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정신을 사도 바울의 삶과 정신

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교회시대로 이해하였고, 성령시대

로 이해하였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성령님은 하

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이끌어 중생의 거듭남(칭의)에로 인도

할 뿐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로 이끌어 구원(성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독교역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끌어 온 역사요, 작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

신 역사란 것이다.
따라서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신속히 세상

의 종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사단이 지배

하는 절망의 나라로 달음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성

도들은, 비록 배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할지라도, 비록 예수

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래기 위해서는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음을 누가는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

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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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

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서 내게 증거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

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2-24).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렸다. 마치 베드로가 예

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지 말라고 말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말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

였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

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고 결국엔 로마

에까지 당도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옥중에서조차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셨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좇아 그분이 가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 밟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

님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

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충만하여,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면류

관을 받아쓰기까지,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라는 것이

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

전을 계속해서 적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이 깔끔하게 

끝마무리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사도들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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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암묵적인 역사가의 위대한 정신이 숨어 있

는 것이다. 구약성경 역대기하서가 사도행전처럼 끝을 맺고 있

는 데,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진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지속성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