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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7. 진정한 교제 

빌레몬서 배경 이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한 유대 1차 독립 전쟁

의 말기에(기원 후 73년) 마지막 항쟁 장소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의 마사다란 요새에서 

항쟁의 지도자인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Eleazar ben Yair)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 . . 

자유인으로 고결한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 이는 당시의 노예의 삶은 죽은 자

유인의 삶보다 더 비참함을 한 마디로 잘 표현한 외침이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전쟁의 포로나 경제적 이유로 혹은 산적이나 해적의 납치로 공급되었다. 

또는 중죄를 범한 죄수에게 처한 형벌로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 제국 초기에 로

마 제국의 중부나 남부의 인구의 1/4이나 1/3이 노예였다. 로마 제국의 원로들은 이러한 많

은 수의 노예의 폭동이 두려워, 비록 부결되었지만, 자유인과 노예의 복장을 구별하는 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예는 황제노예, 시청이나 성전에서 고용한 노예, 일반 가정이 고용한 

노예로 구분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당 2-3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고용한 노예의 수는 증가하였다.  

당시에 노예는 법적으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단순하게 주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생사의 권한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고 물건처럼 매매도 할 수가 있었다. 시

대가 다르지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언급을 하였

다. 종교는 노예에게 인간으로 삶을 평가받는 유일한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노예

가 종교 사역자의 삶을사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유인과 노예가 같은 취급

을 받지는 못하였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주인의 권한으로 자유인으로 신분 변

경외는 없었다. 도망을 하여 성전의 보호처로 피신을 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는 노예 신분

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새로운 주인을 찾는 방법이다.  

도망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잡히면 얼굴에 특정한 표시의 문신이 새겨지고 걸쇠나 차꼬를 

채워 운신을 제한했으며 탄광이나 노예선으로 보내기도하였고 심지어 십자가 형이나 광장에

서 짐승에서 던져지기까지 하였다. 고대 사회는 노예없이 작동이 되지 않았기에 노예 제도

의 존폐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었고 단지 노예에 대한 주인의 태도에 관하여 논하기만 하였

다.1  

고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노예 제도를 포기한 집단은 유대인 종파중 엣센파(Essenes)와 테라

                                           

1. Colossians, Philemon By David E. Garland, pp. 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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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테(Therapeutae)2 종파였다. 이들 종파의 삶은 원시 공산체의 모습이었기에 노예제도가 필

요가 없었다.3일반적으로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도 자유인 출생인 자보다 사회적으

로낮은 취급을 받았다.4 

고대 기독교와 노예 제도: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난받는 행위이기에 빌레몬서

에 소개된 바울의 오네시모에 관한 대우의 요구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매우 파격적이

다. 초기 기독교 저서중 노예의 해방 문제에 구체적이고 긍정적 표현으로 언급된 작품은 고

린도 전서 7:21 5 과 2세기 초의 속사도의 한 명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Ignatius of 

Antioch)가 동시대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 Polycarp)에게 보낸 서신서(Ad Polycarp)

이다.6  

그렇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초기 기독교는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의 자연스러운 한 단면으로 해석을 하였다.7 1세기 중반의 기독

교 공동체에서 작성된 디다케(Didache)에는 다음과 같이 신약 성경의 노예에 관한 대우의 

교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8 “같은 하나님께 바라는 이들인, 네 하인이나 여종에게 모질

게 명령하여, 그들이 양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 너희, 하

인들은 주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 ” (디다케 

4:10-11)  

여러 외경이나 초기 기독교 문헌9에 의하면 기독교 주인과 노예의 삶에 관한 언급이 사회 

계급적 충돌 없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앞의 설명과 같이 노예 해방과 같

은 급격한 사회 변혁보다 당시의 사회 제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하였다고 추론

을 할 수가 있다.  

                                           

2. 유대 역사가 필로의 작품 명상적인 삶(De vita contemplativa)에 소개되었으며 유대 디아스

포라 가운데 만들어진 종파이다. 주로 광야에서 명상, 고행,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  

3. 유대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 글에서 언급되었다.  

4. The Manumission of Slaves in Early Christianity By J. Albert Harrill, p. 4.  

5 .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6. 같은 책, p. 4.  

7. 같은 책, p. 4.  

8. Slavery in Early Christianity By Jennifer A. Glancy, p. 151.  

9. 바울의 행전(Acts of Paul)이나 안드레 행전(Acts of Andrew) 과 순교자 퍼페튜아(Perpetua)와  

 펠리시티(Felicity)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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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기 초 속사도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 Polycarp)은 전승에 의하면노예 출신으로 

서머나의 어느 과부가 소년 폴리갑을 노예로 사서 그가 똑똑하여 후에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한다.10 이러한 전승의 교훈으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가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

우스의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시된 안디옥의 감독 오네시모와 동일인이라고 해

석을 하기도 한다.11  

3 세기 초 로마에서 활동한 교부인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의 교훈

과 달리 3 세기 초에 기독교 주인이 도망간 노예를 잡아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작성된 걸

쇠를 채우고 걸쇠에 “나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기에 나를 잡아 주세요”문구를 작성하여 참

혹한 일터인 디딜방아로 보내어 처벌하였다고 기록을 하였다. 빌레몬서와 같이 도망 노예의 

주인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서신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소수의 지성인 사이에서 작성되기도 

하였다.12 

빌레몬서 분석 

빌레몬서는 335 문자로 구성되었고 바울 문서중 어떠한 신학적 교리가 없는 유일한 문서이

다. 내용의 형식은 기독교 주인과 도망간 노예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지만 초기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속사의 형식인 중보, 회심, 용서, 회복의 주제가 서신서 전반에 걸쳐 작성되어 

있다.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란 이름은 에베소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이름 중 하나였다. 

바울에 의하여 전도된 오네시모의 평가는 빌레몬서에서 유익하고 (11절), 섬긴다(13절)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구원 전에는 무익(11절)과 불의(18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골로새서 4:9)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언급된 것을 보

아 골로새 지역의 노예였다. 골로새 지역의 공동체는 에바브라(23절)가 세웠고13 아마 에바

                                           

10. Baptism in the Early Church: History, Theology, and Liturgy in the First Five Centuries By Everett 

Ferguson, p. 385.  

11. 주석학자 Knox는 그의 저서 Philemon among the Letters of Paul 이란 책에서 이그나티우스

의 서신서와 빌레몬서의 문체를 비교하여 이그나티우스가 의도적으로 빌레몬서의 오네

시모를 그의 서신서에 언급된 안디옥의 오네시모와 같은 인물로 표현했다고 주장을 하

였다.  

12.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는 소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가 도망간 노예 주인 사비니아

누스(Sabinianus)에게 보낸 편지다.  

13. 골로새서 1:7-8,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 4:12-13,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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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를 통하여 바울은 빌레몬을 소개 받았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14 

빌레몬서의 작성 장소는 바울이 에베소(52-55 기원 후)나 로마(60-62 기원 후) 의 옥중에서 

작성하였다고 추론되었다. 현재는 골로새 지역과의 적절한 거리(22절에서 나를 위하여 숙소

를 마련하라란 문구에 유추하여)를 고려하여 에베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 오네시모와 

바울의 첫 만남이 만일 옥중이라면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의 신분이었기에 바울이 갇힌 감옥

과 구분되었기에 불가능하다고 추론이 된다. 그렇기에 오네시모와 바울의 첫 만남은 오네시

모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외부에서 방문하여 교제를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바울은 빌레몬 공동체에 서신서를 보내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분노와 

배신감의 감정에 관하여 조심스렇게 접근하였고 공적으로 그의 체면을 세우면서 상호 관계

를 새로 갖도록 권면을 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던 (James D. G. Dunn)은 그의 빌레몬서 주석서에서 옥중에 갇힌 바

울이 서신 검열관의 검열때문에 로마법을 벗어나 도망 노예의 긍정적 대우를 적극적으로 권

할 수가 없었다고 보았다. 15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 안에서(8,20,23절), 주안에서(16,20절), 

그리스도께(6절) 표현을 사용하여 오네시모와 새로운 교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면

하였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아들(10절), 심장(12절), 사랑 받는 형제(16절)와 같은 지체였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빌립보서 2:1-5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러

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

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 형제와 

복음에 빚진 자의 관계로 언급을 하였다. (1,7,17,19절)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9,10,13,23절), 에베소서(3:1,4:1), 빌립보서

(1:7,13,14,17), 골로새서 (4:18) 

2절: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아킵보는 빌레몬의 아들로 학자들은 추론한다. 특히 아킵보

는 골로새서 4: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하라”에 의하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Colossians, Philemon By David E. Garland, p. 20.  

15.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By James D. G. Dunn,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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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골로새 공동체의 주요 직분을 가진 자로 언급이 된다.  

4절: 바울은 빌레몬을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4절의 헬라어 

문장 구조는 6절의 문장과 직접 연결을 갖는다.  

5절: 5절은 유대문학의 독특한 문장 구조인 키아즘(chiasm)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성도

에 관한 네 사랑은 기독교의 교제는 배타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요한1 3:10, “또는 그 형

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6절: 6절의 문장 구조는 4 절의 “기도 할 때에 너를 말함은”에 의존하여 해석이 된다. 진정

한 교제는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에이르게 한다.  

7절: 한 지체의 삶의 모습이 공동체에 깊은 영향력을 제공한다.  

8-12절: 오네시모의 회복 

8-10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오네시모에 관하여 간구

를 한다. 이러한 도망 노예를 위한 간구는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벗어난 행동이

었다. 헬라인들은 노예는 단지 재산이고 운명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게산다고 생각을 하였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당시의 사람과 달리 생각하고 대우하는이유는 바울의 신학적 관점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

기에 지금까지의 사회적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의 

시작은 골로새서 3:10의 정신으로 가져야 한다.  

11절: 무익하였다. 바울은 오네시모(유익하다)란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로 서술하였다. 바

울은 20절에 기쁨(혜택)이란 헬라어 onaimen단어를 사용하여 언어적 유희를 보였다. 당시에 

이러한 이름은 농장에서 동물에게 주는 이름이었다. 노예의 이름은 노예상이나 노예 주인이 

작성을 하였다. 구약의 신명기 23:15-16에 도망한 노예에 관한 율법적인 말씀이 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그가 네 성읍 중

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라” 

12절: 심장(splangchna)란 단어는 7,12, 20절에 사용되었다.  

14절: 사도는 모든 과정이 주안에서 선한 열매로 맺기 위하여 빌레몬의 승락없이 함부로 이 

과정을 처리하지 않았다.  

15절: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러한 성경의 수동적 설명은 하나님의 능동적 역사를 의미한

다.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란 표현은 오네시모는 이제 소유가 아닌 한 영적인 결합을 한 

형제로 대우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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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절: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의 문자적 의미는 “그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기에 그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다”란 뜻이다. 만일 빌레몬의 집에 또 다른 기독교인 노예가 있다면 

오네시모와 어떠한 형평의 관계로 취급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그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  

17절: 바울은 단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 중계자 역할뿐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사도의 

대표”란 직분을 주어서 단지 한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의 위치로 격상을 

시켜 교제를 가질 것을 권면하였다.  

18절: 사실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 있었는지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도피자

금으로 주인의 돈을 훔쳐 도주를 한다. 바울과 같이 이러한 도망 노예의 금전적 손실까지 

주인에게 보상하는 경우는 바울 시대에 거의 없었다. 16 

19절: 친필로 작성한다17 : 대필이 아닌 바울의 권위를 표현한 글이고 책임을 언급한 표현이

다.  

20절: 감탄문 형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정이 선을 이루고 평안하기를 바울은 간구

하고 있다.  

21절: 바울은 빌레몬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것을 권했고 오

네시모가 자유인이 되면 주인의 관점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주안에서 유익하다고강조를 하

고 있다.  

22절: 바울은 처음으로 빌레몬에게 방을 준비하라고 직접적 요구를 하였다.  

24절: 동역자 데마, 누가(2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마서 16:3), 디모데(로마서 16:21, 데

살로니가 전서 3:2), 디도 (골로새서 8:23)아리스다고(골로새서 4:10, 사도행전 20:4) 데마(골

로새서 4:14, 디모데후서 2:4) 

노예에 관한 성경의 언급 

골로새서 3:22-4:1, 디모데전서 6:1-2, 베드로전서 3:8, 고린도전서 7:21-24, 디도서 2:9-10 

바울은 모든 이에게 공동체에서 신분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7:17-24, 12:13, 갈라디아서 3:28, 골로새서 3:11 

 

 

                                           

16. Colossians, Philemon By David E. Garland, p. 337.  

17. 고린도 전서 16:21, 갈라디아서 6:11, 골로새서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