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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개요

김혜천 목사

I.
제목
집필자의 이름을 따라서 서신 이름을 지은 것이다. 페트루 알파 라는 원제목에서 왔다.
II.
저자, 수신자 및 기록연대
1) 저자는 베드로 이다 (벧전 1:1,2 은).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부분도 (벧전
1:17 과 행 10:34; 벧전 2:7,8 과 행 4:11) 발견된다. 그리고 대필자가 실라(5:12)이므로 유창한
헬라어와 바울 사상도 드러난다.
2) 저자는 수신자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기류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1:1)"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본문 중 1:14, 1:18, 2:10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수신자였음을 알 수 있다.
3) 기록연대는 A.D. 64 년경이다. 베드로의 로마 도착(A.D 63 년) 이후, 네로의 기독교 박해(A.D.
65 년) 직전 혹은 직후로 추정된다. 기록장소는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다(5:13). 이것은 교회가
설립된 유브라데 강역의 바벨론에 머물면서 썼다고 생각 할 수 있으며, 로마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했다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III.

주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환난을 이기는 산 소망”이다. 로마로부터의 가혹한 박해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는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묘사하고 있다.
IV.

기록목적 및 특징

베드로전서의 기록목적은 1)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2)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하여, 3)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본서의 특징은 1) 소망의
서신(Epistle of Hope) 이다. 성도를 위로하며 환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 그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소망을 갖게
한다. 2) 다른 신약성경과의 유사성이다. 바울서신과 야고보서 등 많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내용이 유사하다.
3) 교리적 서신이다. 창조(4:19), 기독론(3:18), 속죄론(2:24), 삼위일체(1:2), 종말론(1:13, 4:7) 등 많은
교리를 수록했다. 4) 유려한 문체이다. ‘허리를 동이라’(5:5), ‘우는 사자’(5:8) 등 회화적인 묘사들이
등장한다. 5) 구약과 그리스도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했다(1:15, 16; 2:6, 23, 24).
V.

내용 연구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베드로가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며,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로마 정치 세력에 의한 고난에 직면하였다. 네로 황제에 의해 곧 닥치게 될 혹독한
고난에 대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이며 초대 교회의 구심점으로서 교회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이겨내도록 권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본 서신은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VI.
내용 개요
1) 벧전 1:1-2
서두 인사
2) 벧전 1:3-4:11 세례 예식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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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벧전 1:3-12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새 삶을 기뻐하라
b. 벧전 1:13-2:10 택함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c. 벧전 2:11-3:12 기독교인 생활의 실제적인 면에 대한 권면
d. 벧전 3:13-4:11 고난의 축복에 대한 교훈
3) 벧전 4:12-5:11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충고
4) 벧전 5:12-14 결론 : 작별 인사
혹은
1)

성도의
a.
b.
2) 성도의
a.
3) 성도의
a.
b.
c.
4) 결론적
VII.
1)
2)
3)
4)
5)

특권 (1:1-2:10): 믿음과 성결
구원의 소망 소유 (1:1-12)
고난을 통한 성화 (1:13-2:10)
의무 (2:11-3:7): 성도의 선행
사회관계의 바른 자세 (2:11-3:7)
고난 극복 자세 (3:8-5:14)
고난 중의 선행 (3:8-12)
핍박자에 대한 자세 (3:13-)
고난의 유익과 성도의 봉사 (4:1-5:11)
권면과 인사(5:12-14)

베드로전서의 주제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천국을 본향삼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성화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위정자에 순종하고 사회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 처럼 핍박하는 자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야 한다.
말세의 핍박이 심해 질수록 성도들 사이에 더욱 깊은 사랑과 긍휼로 살고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

VIII.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

1)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2)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IX.

베드로전서의 핵심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인내, 소망
2) 핵심 절 : 4:`12-13
3) 핵심 장 : 4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