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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2번 나온다. 하나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수리아’ 의 (현재 시리아) 

영토 안에 속해 있었지만, 1차 세계 대전 이 후에 터어키가 점령하여, 현재는 터어키의 영토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어키 중앙의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현재 터어키의 

서∙남부 지방)’ 에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어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대에 있으며, 현재 터어키의 영토 안에 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에 있던 교회이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당시의 핍박을 피해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수리아 안디옥’ 은 그리스도인의 제 2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나중에 이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바울 시대에는 시리아 영토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터어키 영토로 편입된다)  

 

터어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 파샤 (Kemal Pasha)’ 는, 1922년 ‘슐탄제’를 폐지하고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듬해에 ‘앙카라’ 를 수도로 하는 공화정을 설립해, 터어키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터어키의 동쪽 변방, 시리아에 가까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 아직까지 터어키 영토로 남아 있게 된 

이유는, ‘케말 파샤’가 1차 세계 대전 때 ‘시리아’ 지방을 점령하였고, 그 뒤 2차 세계 대전 때 온 

세계가 독립을 요구 할 즈음,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터어키의 영토로 남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터어키에 속해 있다.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터어키의 ‘안타키야 (Antakya)’ 라는 이름의 보잘 것 없는 도시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 중의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 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대 도시였다. 만일 수리아 안디옥이 시리아에 속해 있었다면, 현재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성지 순례를 못 갔을텐데, 지금은 터어키 땅에 속해 있어서, 이스탄불을 

통하여 성지 순례를 가는 곳 중의 하나이다. 

 

  

비시디아 안디옥 

터어키의 정 중앙 지역인 고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 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도시이며, ‘수리아 안디옥’과 대비되는 도시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장터 (아고라) 에서 발견된 바울 

교회의 비문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금 터어키의 서∙남부 지역)’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한 도시로 여긴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 진다’ 는 설교를 하며,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곳이다. (갈라디아 3:16)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 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 선교’ 에 헌신키로 결정한 곳으로 추정한다. 



목장 교사를 위한 성경공부 동영상이 ‘e 푸른초장’ 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는 특별히 이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수리아 안디옥’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한 출발점’ 으로 보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모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아래 지도의 ‘시리아’ 윗쪽의 빨간 동그라미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 이고, 왼쪽의 터어키 중앙 밤빌리아 북쪽의 산악지방에 위치한 빨간 

동그라미가 위치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다. (사도바울이 이 험준한 타우러스 혹은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실비실’ 거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렸다고 기억하세요)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바나바의 조카’ 인 ‘마가’ 는 (신약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다. 밤빌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험준한 타우러스 (Taurus) 

산맥을 넘으려고 하니 겁에 질려서, 혹은 향수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도망갔다고 

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일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 때, 조카인 

‘마가’ 를 다시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 와 ‘사도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계기가 

된다.  

 

이 사건을 보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 이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임을 알 수 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뛰어남을 시기한 적이 없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물려주기까지 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무려 190 km 의 먼 거리를 마다하고, 

‘수리아 안디옥’ 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로,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후서’ 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숙해져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