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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1 장 - 산 소망과 거룩한 생활 
 

 
 

 

 

 

 

 

 

 

 

 

 

• 오른편의 지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지도를  

보면 1 절에서 언급하는 여러 지역들이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1, 2 차 전도여행에서 언급된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 베드로 전서는 여러 지역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챤들을 주된 대상으로 적힌 

것입니다. 14 절과 18 절에서 ‘전에 모르고 좇았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방식’ 

과 같은 내용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크리스챤의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 6-7 절에 언급되는 시련은 그 당시 크리스챤들이 받은 박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크리스챤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 서신서가 적힐 무렵에 황제였던 네로는 64 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를 크리스챤의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5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4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15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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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몰아서 탄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크리스챤 박해는 2 세기 이후로 

특히 더 심해집니다. 

• 7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련을 금을 정제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은 닳아서 없어질 수 있지만,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귀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11 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영’ 은 성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장 

15-17 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 11-12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전한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라는 것과 그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분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 12 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구원은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담보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 장 

14 절 말씀과 일맥상통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필요를 13 절 이후에서 거룩한 생활이란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 16 절은 레위기 11 장 44-45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챤의 생활 규범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란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17 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이유가 됩니다 

• 18 절과 19절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과 같은 의미로 (ransom) 그리스도의 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값싸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4-25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8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이 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각주에서 이사야서 40장 6-8 절, 칠십인역을 언급합니다. 구약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칠십인역인데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직접 번역한 성경과 번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칠십인역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