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레몬서 소개 
조은아(Eun Ah Cho) 박사는 빌레몬서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리더십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화해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한 번 이상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일단 열어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팝업(pop-up) 성경입니다. 

이 팝업 성경은 페이지마다 팝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미니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북이 없이는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를 읽는 동안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미니 성경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은아(Eun Ah Cho) 박사입니다. 풀러의 선교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 연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 

스스로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리더십 경험에서 실패를 많이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전임 선교사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리더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 안의 바울의 리더십에서 저는 예수님을 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간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곳을 

만듦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구현합니다.  

 

18 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자기 자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자원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생 위험을 감수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 

서로를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하신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잘 생겼었는지 늘 듣곤 했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음악적인 

분이셨는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적어도 잠깐이라도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할 시간을 갖거나 저에게 써 

주신 작은 메모가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 저에게 메모를 쓰셨다면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강력하고 심오한 말씀을 하셨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외로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슬에 묶인 늙은이로서 바울은 이 간단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지금도 강력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리더십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저의 리더십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의 리더십에서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