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서신�연구: 사도�바울의�생애와�사상 Part 1. 회심과�초기�사역

❖ 바울의�선교�여행의�몇가지�특징을�말하자면, 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번째, 안디옥�교회가�몇몇�여행을�계획하고�후원하는�중심 역할을�했다.
그렇다고�모든�선교�여행이�그렇다는�것은�아니다. 몇몇의�학자들은�갈라디아서
�:��-��에서�말한�것처럼�베드로를�대면한�후에�안디옥에서�더�이상�환영�받지
못했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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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바나바와�함께�안디옥으로�가다 (��년)
바나바가�다소까지�찾아가서�안디옥으로�데려와서
안디옥�교회에�머물며�함께�가르치다
✽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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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예루살렘으로�가다 (��년)
이것은�바울의�회심�후�두번째�방문일�것이다.
바나바, 디도와�함께�유대에�있는�교회에�원조를�위해
방문한다.
많은�학자들은�갈라디아서 �:�-��의�본문이�사도행전
��:��-��과�같지�안하도�생각한다. 대신에�갈라디아서
본문은�사도행전 ��:�-��의�방문과�일치한다고�본다.
✽ 갈라디아서 �:�-��; 사도행전 ��:��-��

기아 CILIG
리
길
다소 Tarsus

더베 Derbe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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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도의�저작권은�비블리아(BIBLIA)에�있으나, 성경공부에�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무료로�배포합니다. 그러므로 상업적인�용도로는�절대로�사용을�금합니다.

④ 바나바가�바울을�예루살렘�교회에�소개한다
바울이�예루살렘으로�가서�주님의�제자들을�만나다 (��년)
회심�후, 바울의�첫번째�예루살렘�방문이다.
바울은�적어도 ��일을�예루살렘에서�머무르면서�사도들
과�이야기를�나누고�헬라파�유대인들에게�예수를�변증하
였다.
갈라디아서에서는�게바를�보려고�예루살렘으로�갔으나
만나지�못하고�예수의�형제�야고보만�보았다고�한다.
✽ 갈라디아서 �:��-��;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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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라비아로�갔다�오다
바울이�광주리로�다메섹을�탈출하다 (��-��년)
사도행전과�달리�갈라디아서는�바울이�삼년동안�아라비아
에서�머물다가�다메섹으로�돌아갔다고�기록한다. 바울을
죽이려는�시도가�그가�첫번째로�다메섹을�방문했을�때
발생했는지�아니면�두번째로�방문했을�때�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않다. 하지만�아레타스�왕이�통치했던�때가
��년경이기�때문에�두번째�방문이었을�확률이�더�높다.
✽ 갈라디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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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아나니아가�바울을�안수하고�낫게하다
[나] 아니니아로부터�세례를�받다 (��-��년)
바울은�회심�후에�그리스도에�대한�메세지를�선포하면서
다메섹에서�며칠을�보냈는데, 이를�못마땅하게�여긴
유대인들이�죽이려하자�다메섹을�떠난다.
✽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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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소에서 �-��년간�머물다 (��-��년)
바울이�다소로�돌아와서 ��년을�머물면서�무엇을
했는지는�알�수�없다. 그러나�바나바에게�알려져서
함께�사역을�할�정도의�복음�전파에�힘썼음을�추측할
수�있다.
✽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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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제1차�전도여행
예루살렘�공의회
바울의�제2차�전도여행
바울의�제3차�전도여행
바울의�로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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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울이�다메섹으로�가던�중에�예수님을�만나다 (��-��년)
바울의�회심에�대한�사도행전의�진술들�사이에는�다소
분명한�불일치가�있다. 예를�들자면, 바울과�함게�사람들이
보거나�들은�것이�있었는지, 있다면�무엇인지에�대해서
조금�다르다.
✽ 갈라디아서 �:��-��; 사도행전 �:�-�
참조. 사도행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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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첫번째�선교�여행은�바울, 바나바, 마가라�하는�요한이�했으며 바나바가�리더였다
(행 ��:�).
세번째, 모든�여행이�항상�안디옥에서�끝난�것도�아니었다. 그�중�한번은�예루살렘에서�마무리
되었는데, 이는�바울의�잘못�때문은�아니었다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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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선교�여행’이라는�이름으로�세�번에�걸친�바울의�선교를�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
당연시해온�것처럼�세번의�여행이�있었는지도�논쟁의�대상이다. 몇몇의�학자들은�우리가
부르는�두번재와�세번째�여행을�하나의�여행으로�간주하여�바울의�선교�여행을�두번으로
나누기도한다. 바울의�생애에 ‘선교’라는�이름을�붙여서�그가�이곳�저곳을�옮기며�복음을
전한�것으로�치면, 다섯�번의�선교�여행애�대해서�말할�수도�있다.

①

두로 Tyre

돌레마이 Ptolemais

②

③

⑤

가이사랴 Caesarea
예루살렘
④ Jerusalem
⑧

⑤ 다소로�피신하다
바울의�목숨을�걱정하는�형제들이
바울을�가이사랴로�데리고�가고,
다소로�보내다
갈라디아서에서는�수리아와�길리
기아�지방으로�갔다고�말한다.
✽ 사도행전 �:��; 갈라디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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