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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쓴 서신을 받은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였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모인것으로 되어 있다. 바울은 그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 라고 불렀다. 빌레몬서의
기록에 보면, 그는 골로새 사람이요, 종을 가질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성도들을 후대한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직원이었던 것 같다.
빌레몬서 1:2 절에 보면, 그는 가장이요, 압비아는 아내요, 아킵보는 아들이었던 것 같다. 바울이 골로새에
전도할 기회가 없었음을 생각할때에 그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전도했던것 같다.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은
골로새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박해때에 그 아내와 아들과 오네시모와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한다.
I. 제목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로 수신자를 서신의 이름으로 삼았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1) 저자 누구인가? 사도바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이다. 바울은 저자로서
자기를 언급했다(1:1). 본서의 내적인 증거 1:1,19 을 보아서 알 수 있다.
2) 빌레몬서 기록연대: 바울사도가 갇혀 있던 곳은 사도행전 28:30 절에 기록된 대로 로마라면, 이 편지는
바울의 1 차 로마 투옥시절인 주후 60-61 년경에 쓰였다.
III. 빌레몬서의 기본 구성
1:1-3
문안인사
1:4-7
빌레몬에 대한 감사
1:8-14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
1:15-22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추천
1:15-17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을 간청
1:18-20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약속
1:21-22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
1:23-25
끝맺음의 인사와 축복
IV. 저작 배경과 동기 및 목적
1)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였고, 자기 곁에 두어 복음사역을 돕는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위해 중재역활을 하기 위해 기록했다.
2)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
Ⅴ. 빌레몬서의 주제 (Prominent Subjects)
1)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2) 믿음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3)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인 것을 말하면서 사랑의 동기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권한다 (1:8-10).
4) 사랑의 정신과 겸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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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 용서
2) 핵심 절 : 1:6
3) 핵심 장 : 제 1 장
VI. 빌레몬서의 특징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범죄인이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의 용서를 빌고 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과 용서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는지를 읽을
수 있다. 곧 한 개인의 사적인 일보다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지침서라고
보아야 한다.
1)
2)
3)
4)

개인적인 부탁을 위한 개인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다.
누구나 실천해야 할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하는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교훈한다.
신학자 바울이 아니라 인간 바울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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