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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t a Glance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항구인 가
이사랴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유대아 (Iu-

daea) 의 총독들이 머무는 국제 행정의 중심

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us), 벨릭스 (Felix, 

행 23:12-35), 베스도 (Festus, 행 25:1-26:32) 총

독들 모두가 이 곳에서 근무했지요. 뿐만 아

니라, 이 도시는 유대아 지역에서 지중해의 

로마의 각지로 가는 관문 도시의 역할도 했

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 (Cornelius) 는 바로 이 

도시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부

터 영향력을 끼치는 코넬리 (Cornelii) 가문 -

이름의 중간에 들어가면, 코넬리우스 Cornelius 로 그 형태

가 바뀌고, 우리 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번역되었다.- 은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집정관들을 배출해 내던 명문 가였거든요. 

로마 공화정 당시에 전체 집정관 수의 30%

가 코넬리 집안이었으니, 그야 말로 세도가

라 할 수 있겠지요. 코넬리라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으니,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그 세도가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문

의 고넬료는 순혈의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부메노스 톤 떼
온” φοβούμενος τὸν Θεὸν 은 “유대교의 하

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개종 절

차를 밟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

니다. 그러니,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

았지만, 그가 근무했던 가이사랴에 사는 유

대인들과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

건한 기도 생활까지 해 나아갔습니다. 아시

겠지만, 신앙을 가진지 오래되었더라도 기

도하기에 힘쓰는 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

상 기도하더니 (행 10:1-2)

이름 기간 이름 기간 

Coponius 6-9 Cuspius Fadus 44-46

Marcus Ambivulus 9-12 Tiberius Julius Alexander 47-48

Annius Rufus 12-15 Ventidius Cumanus 48-52

Valerius Gratus 15-26 Marcus Antonius Felix 52-60

Pontius Pilatus 26-36 Porcius Festus 60-62

Marcellus 36-37 Lucceius Albinus 62-64

Marullus 37-41 Gessius Florus 64-66

총독 파견하지 않음 41-44 Marcus Antonius Julianus 66-70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아 Iudaea 의 총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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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단

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뒤늦

게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료는 대

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그러하듯, 

철학 사조로서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삶으

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

기에 어찌보면, 지배자의 입장에

서 혹독하게 다루거나, 또는 그렇

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피지배자의 위

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

었던 것이 아닌가 해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주님께

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환

상 중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대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가 오는 즈음이 되었

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가

족 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를 집에 초청해

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러나, 그저 고넬료를 알고 있는 사

람이었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

성을 통해서 듣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홀로 듣지 않고 많은 이들

과 함께 듣고자하는 긍휼한 마음

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

림없습니다. 

    고넬료의 신실한 삶은 그리스
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더 강력

해 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던 자리

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행전에서 소개하는 이방인으로서

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

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불

현듯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리고 내 삶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먼저인 것인 내가 먼저 그분 앞

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삶으

로 말입니다. 고넬료 처럼. 

*집정관: 고대 로마 왕정이 무너진 이후, 왕 1명

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진 정치 체제인 로마 공화정 당시, 행정 최고 책

임자로 매년 2명의 집정관이 선출되었다. 

본디오 빌라도 비문.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본디어 빌라도 비문에는 가이사랴에
서 티베리우스 Tiberius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 Pontius Pilatus 가 근무했
다는 것이 적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