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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개요 
(To the Thessalonians) 

 
1. 저자: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1 장 1 절에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문안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3 장 17 절에서 바울이 친필로 사인한다고 적고있다. 
 

2. 데살로니가 후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데살로니가 후서의 대상은 편지서의 시작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는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음으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씌여진 얼마 후에 적힌 것으로 추정이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 장 15 절을 보면,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을 굳게 지키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 이전에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시기는 약 서기 49-51 년경, 

장소는 고린도로 추정 된다. 사도행전 18 장 11 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 년 

6 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적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른 시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데 그 근거는 델피 (Delphi) 비문 

때문입니다. 그리스 고대 도시였던 델피에서 고대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갈리오가 

서기 51 년에서 52 년에 총독으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 장 

12 절에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을 엮어보면, 바울의 고린도 체류기간이 끝나가던 무렵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체류 기간을 49 - 51 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3. 저술 목적: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 장 2 절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말에 속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 아직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다고 바로 잡습니다 (2 장 1 – 2 

절).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해서 먹을 것을 벌어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3 장 10 – 12 절) 
 
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크리스챤의 노동에 관한 윤리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라고 요약될 수 있는 3 장 10 절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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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6 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스스로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오해 한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크리스챤들이  열심히 일해서 각자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본을 보여 주었다고 말합니다  (3 장 9 절)  
 

B. 주님의 날에 앞서 일어나야 할 일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말씀했던 (4 장 13 – 18 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합니다. 종말론에서 

다루는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 이전에, 2 장 3 절에 보면, 두가지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o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o 불법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납니다.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 불법자에 대한 서술이 2 장 3 절 후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o 불법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o 이 불법자를 억제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물러나시면 불법자가 나타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불법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지만, 이 “억제하는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추측보다는 불법자를 억제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o 이 불법자는 온갖 거짓 이적과 표징들을 행하여  믿지않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o 이 불법자를 주 예수께서 입김으로 죽이십니다. 
 

D. 바울은 2 장 13 – 17 절에서 크리스챤이 가지는 소망과 확신을 말합니다. 

o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 합니다. 

o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실 것을 이야기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