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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개요 
(Romans) 

 
1. 저자: 사도 바울. 1 장 1 절에 분명하게 적혀있다. 사도 바울의 13 개 서신서의 특징중의 하나. 

사도 바울의 사용하는 독특한 문체, 단어들이 등장하고 서신서에서 주로 다루는 신학적 

관점들이 두루 나타난다. 그리고 2-4 세기 교부들의 글에서 로마서가 인용이 되고, 저자가 

바울이라고 적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2. 로마서 씌여진 시기와 장소: 3 차 전도 여행중이던 57 년경에 (50 년대 중후반) 고린도에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15:25 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적고 있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한다 (16:23).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 20 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 

(사도행전 19:21, 20:3). 16:23 절에서 가이오가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돌봐주는 것이 보이는데, 

고전 1:14 을 보면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다. 

3. 대상 및 저술 목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1:7). 로마교인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며 

유대인들도 소수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누가 

세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9/50 년에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축출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저술 목적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나중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후원을 

부탁하고, 기독교 교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또한 로마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아우르는 탄탄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4. 특징: 로마서의 특징들은 여러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o 사도 바울의 서신서중에서 가장 길다. 바울의 서신서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성경에 묶여져 있다. 

o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조직적이며 정돈된 서신서로 인정받는다 

o 바울은 서신서 내용의 대부분을 대필시키고 마지막에 친필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고전 16:21 갈 6:11), 로마서에서는 대필자인 더디오의 이름이 

직접 등장한다 (16:22). 바울이 구술하면 대필자가 받아 적는 방식을 사용. 

o 15, 16 장이 없는 사본들이 있다. 16 장은 아주 긴 인사말이다 

5. 로마서의 구성 

a) 1:1 – 1:15: 서신서 도입부, 로마 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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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6 – 1:17: 복음의 능력 

c) 1:18 – 11:32: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 

o 죄, 심판, 율법, 할례,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그리스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d) 12:1 – 15:13: 삶에서의 실천 

o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권세 

e) 15:14 – 15:33: 바울의 사도직, 여행 계획 

f) 16:1 – 16:27: 마무리 인사 

o 로마교회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인사말이 길다. 

o 16:25 – 16:27: 짧막한 찬가 (Doxology) 

6. 주요 신학적 주제들 

A. 복음에 대한 기술들 

o 1:18 – 3:20: 사도 바울의 죄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서술 

o 3:21 – 4:25: 분명하게 정리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교리 

o 5:1 – 8:39: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영적인 상태 – 죄로 인한 죽음,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o 9:1 – 11:36: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 

B.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o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의  

o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 Justification by faith (법적인 선고) 

•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 것은 아니다 

•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