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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서 개요 
(Introduction to Philemon) 

 
1. 저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고 1 장 1 절에서 적혀 있다. 하지만 4 절부터 

1 인칭 주어인 “나”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으로 적은 

편지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빌레몬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1 절과 2 절에서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 

전우인 아킵보,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적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이 되었고 같은 두 

사람에 (두기고, 오네시모) 의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 연금 

기간중인 60-62 년경에 적힌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골로새서 4 장 7-9 절에서 

골로새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전달하였다고 하고, 에베소서 6 장 21 절을 보면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전달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네개의 편지서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3. 저술 목적: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던 부유한 크리스챤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3 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3 년 가량 사역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어 크리스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편지서의 배경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크리스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감옥 생활을 

하던 사도 바울을 여러모로 섬기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일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자신을 돕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죄를 지은 종이라는 신분 문제, 그리고 크리스챤이면서도 

단절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법을 따르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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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그를 종이 아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로 받아 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빌레몬서는 1 장으로 이루어진, 헬라말로는 단 335 개의 단어로 적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입니다.  

B. 빌레몬서의 인사말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골로새서 

4 장 7-18) 거의 같습니다 (에바브라, 아킵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두 

서신서가 비슷한 시기에 적혔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C. 빌레몬서를 대할 때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이지만, 이 

빌레몬서의 주된 메시지는 노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는 화해와 회복에 있습니다.  

D. 골로새서 4 장 1 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믿음 안에서의 평등과 형제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빌레몬서의 내용과 서로 

연관이 되고, 노예를 바라보는 바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같은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권위적인 방식 보다는 세가지 측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우리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가지는; 

o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용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용하다, 유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8-11 절) 

o 오네시모가 예수안에서 형제이다 (12-16 절) 

o 동역자로서 호의를 보여달라 (17-20 절) 

F. 빌레몬서를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서로 이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부탁과 설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변화, 특별히 사고 방식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새로운 가치체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편지서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