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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5 장 1-4 절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십시오
1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4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

베드로 전서 5 장 초반부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 장 23 절에 사도 바울이 1 차 전도 여행중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의 리더를 장로라고 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3 장 2-7 절에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격 요건들과 디도서 1 장 6-9 절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초대 교회의 리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가 오늘날
장로 교회의 장로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침례 교회에서는 그 당시의 장로, 감독이란 직분이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없고 목사와
집사의 두 직분만 있습니다.
•

1 절의 내용으로 보아 사도 베드로가 장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겸손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장로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2 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목사라는

말이 유래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편 23 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사야 (40 장 11 절), 예레미야 (23 장 1-6 절) 같은 성경에도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2 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목자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해야 할 일을 권면하는
순서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가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인식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고, 이익을 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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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목자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초대 교회에서는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양들을 이끄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 장 1 절). 그리고 이런 본의 가장 궁극적인 본은 예수님 입니다.
•

4 절에서 언급하는 목자장은, 목자들의 리더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 절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상을 받을 것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 당시에 면류관은 월계관이었기에 곧 시들고 맙니다. 그런 월계관에 대비되는 말이

‘변하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상 또는
인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 장 8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