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

사모
Samos

살모네 Salmone

❷ 수리아와�길리기아�지방을�거쳐�더베와�루스드라
아시아�지역에�말씀을�전하지�못하도록�막는�성령의�간섭으로�바울은�브루기아
갈라디아아의�지역에서�말씀을�전했다 (만약�바울이�직접�골로새를�방문하지�않
았다면�그곳으로�사절단을�보냈을�가능성이�있다.).
[가] 루스드라에서�아버지는�헬라인이고�어머니는�유대인인 디모데에게�할례를
행한다.
[나] 성령은�바울과�그의�동료들이�비두니아로�들어가는�것을�막으셨다.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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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바나바와�함께�안디옥으로�가다 (��년)
바나바가�다소까지�찾아가서�안디옥으로�데려와서
안디옥�교회에�머물며�함께�가르치다
✽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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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 Myra
바다라 Patara

버가 Pe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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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요한(마가)이�예루살렘으로�돌아가다
e1
사도행전 ��:�� (?)

⑦
❶

바
바나 가
마
와

바보 Paphos

❷

살라미 Salamis

구브로 CYPRUS

❸ 총독�서기오�바울을�전도함
총독�서기오�바울이�마술사�엘루마
(본명: 바예수)의�영향을�받고�있었다
바울이�바예수를�맹인이�되게�함
사도행전 ��:�-��

❸

안디옥 Antioch

❶

❾

실루기아 Seleucia

❶ 안디옥/실루기아 (��년)
수리아�안디옥�교회가�파송한다
실루기아�항구에서�출발한다
바나바(�인자)와 사울이�동행
하고, 바나바의�사촌 요한�마가
도�함께�한다
사도행전 ��:�-�

수리아
SYRIA
❾ 안디옥 (��년)

❷ 살라미�회당
요한(마가)을�수행원으로�삼아
유대인의�회당에서�말씀을�전함
사도행전 ��:�

시돈 Sidon

바울과�바나바가�안디옥�교회에
그동안의�행적을�보고한다.
다메섹
사도행전 ��:��-��
Damascus
①

두로 Tyre

돌레마이 Ptole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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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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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베 Derbe

Route 1(?)

루기아
LYCIA

앗달리아
Attalia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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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새아 Lasea

브루기아
PHRYGIA 밤빌리아

로도스 Rhodes

구레네 CYREN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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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레도
Miletus

루스드라
Lystra ❼

❷

살
루

미항
Fair Havens

비시디아
PISIDIA

❻

이고니온
Iconium

기아 CILIG
리
길

루가오니아
LYCAONIA

예

바울의�제1차�전도여행(47-49년)
예루살렘�공의회
바울의�제2차�전도여행(50-52년)
바울의�제3차�전도여행
바울의�로마행

뵈닉스
Phoenix

안디옥 Antioch

에베소 Ephesus

라
스길
브리
,
굴라

고스 Cos

가우다
❷ 갈라디아서? 후기설 (��-��년)
Cauda
갈라디아서는� 이� 무렵, 즉 사도행전 ��장의�
예루살렘
공회�이후�두번째�선교�여행�중의�어느�시점에�집필되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부� 또는� 북부� 가설� 가운데� 하나와
부합한다. 갈라디아서는�이�선교�여행�중에�방문한�장소
중� 어느� 곳에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는데, 브루기아
갈라디아가� 이� 여행의� 첫� 뻔재� 주요� 거점으로서� 그가
언급한�지역�안에�있었을�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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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❾

에서
드라
루스

데를�할례하고�
서�디모
선 교여행
을�함께�함
만나
를�
데
❺❽
디모

❶ 안디옥에서�바나바와�바울이�나뉘어�출발
제�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울은� 버가에서
벌어진� 사건(❹)을� 말하며� 거절하여� 서로� 다투다
둘로�나뉘어�졌다. 바울=실라 / 바나바=마가�요한
사도행전 ��:��-��
바울과 실라
❖ 안디옥�교회�대표자들
[가] 바나바
[나] 시므온(니게르)
다소 Tarsus
[다] 마나엔
(헤롯의�젖동생)

가
가

⓫ 안디옥
브바울은�이�선교�여행을�안디옥으로�되돌아옴으로�마무리한다
사도행전 ��:��

바울의�회심과�초기�사역(33-47년)

미둘레네 Mitylene

기오
Chios
데, 아

아시아 ASIA

❻ 이고니온�회당
이고니온�회당에서�예수를�전하고�유대와�헬라의�많
은�무리들이�믿었다. 이고니온의�믿는자들이�유대교
를�따르는�이들과�사도를�따르는�자들로�나뉘어�졌고,
돌로�치려고�하여�도망한다
사도행전 ��:��-��:�

마

❿ 가이사랴와�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교회와�그곳의�지도자들을�만난�것을�언급하는�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

스르디스 GREAT SYRTIS

, 디모
, 실라

앗소 Assos

그레데 CRETE

❾ 에베소�회당
브리스길라와�아굴라는�에베소에�남는다
사도행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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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덴 Athens

무시아 MYSIA

IA
AT

?)

❻

❽ 겐그레아에서�서원에�따라서�머리를�깎음
브리스길라와�아굴라도�바울과�함께 움직인다
사도행전 ��:��-��
❾ 빌립보서? (��/��년)
멜리데 Malta
에베소에서의�투옥을�주장하는�학자들은�빌립보서가
짧은� 투옥을� 요구하는� 이� 단기간의� 체류� 동안
기록되었을�것으로�생각한다.

디모

❸ 드로아의�환상
마게도냐�사람�하나가�그에게�청하는�환상을�보고
그의�동료들과�함께�마게도냐로�떠난다.
사도행전 ��:�-��

율법으로�의롭하다심을�얻지�못하지만�예수를
믿는자는�의롭다하심을�얻는다고�전한다
[나] 경건한�귀부인들과�유력자들이�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바나바와�바울을�쫓아낸다
사도행전 ��:��-��

리

아가야
ACHAIA

라와

드로아 Troas

❺ 비시디아�안디옥�회당

마무

실

❸

❽ 비시디아�안디옥�교회
더베에서�복음을�전하고�많은�사람들을�제자로
삼은�뒤, 루스드라-이고니온-안디옥으로�돌아온다.
비시디아�안디옥�교회에서
[가] 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려면�많은�환란을�겪어
야함을�가르친다.
[나] 각�교회에�장로들을�택하고�금식기도한다.
사도행전 ��:��-��

[가]PONTUS
바울이�회당에서�예수를�증거한다.
비두니아 & 본도 BITHYNIA &

❼ 루스드라
[가] 나면서�걸어보지�못한�사람을�걷게�한다.
사람들은�바나바를�제우스로, 바울을�헤르메스로
여기고�제우스�신전의�제사장들이�소와�꽃으로
제사하하려�한다.
[나] 안디옥과�이고니온에서�온�유대인들이�바울을
돌로�치고, 죽은�줄�알고�버리다.
[다] 바나바와�함께�더베로�가다
사도행전 ��:�-��

IA

❼ 고린도�회당 (��년�가을-��년�봄)
[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족을� 만나다. 이들은 로마에� 살던� 부부인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글라우디오의� 칙령 ��년)을� 내려서� 로마를
떠나�왔다. 이들�역시 바울과�같은�직업을�가졌다.
[나] 실라와�디모데가�마게도냐로부터�와서�합류하다
[다] 고린도에서 �년 �개월을� 사는� 동안�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레기온
거쳐하면서�유대인의�회당에서�복음을�전했다.
❼
Rhegium
[라] 회당장�그리스보와�그�집, 그리고�고린도의�많은�사람들이�세례를�받는다. 고린도 Corinth
[마]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를� 찾아가� 바울을� 고발하였으나, 유대의
겐그레아 ❽
전통과�종교법과�관련된�일이라며�재판하기를�거부함 (회당장�소스데네가
Cenchreae
유대인들로부터�구타당함)
사도행전 ��:�-��

류
합

수라구사 Syracuse

사모드라게
Samothrace

에게해
AEGEAN SEA
나중

시실리아
SICILIA

베뢰아
Beroea

암비볼리
Amphipolis

야반도주 ❹

데

❼ 데살로니가전후서 (��-��년)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만약� 후자가
진짜로�바울의�저작이라면)는�바울이�고린도에�머문
동안에�기록되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정론이다.

❺

흑해 BLACK SEA

Rou
te 2
(

❻ 아덴의�장터와�아레오바고
실라와�디모데를�기다리면서, 아덴의�장터에서�예수를�변론한다. 외국의�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에�대해서�논쟁을�한다.
아레오바고�관리�디오누시오와�다마리, 그리고�몇명이�예수를�믿는다.
✽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로� 가기� 전에
마케도냐로�여행을�떠났을�것이다.
사도행전 ��:��-��

네압볼리 Neapolis

데살로니가
Thessal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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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

A
ONI
D
CE

❸ 빌립보에서�루디아와�감옥�간수장과�그�집안들을�전도하다
[가] 두아디라에서�자주�장사하는 루디아가�빌립보에서�바울을�만나고�그�집이 세례를�받는다
[나] 점치는�귀신들린�여종의�귀신을�쫓아내고 바울과�실라가�감옥에�갇힌다.
[라] 지진으로�옥문이�열렸으나�도망가지�않았고, 자살하려던�간수를�살린다
[마] 간수와�그�집의�모든�사람들이�세례를�받는다
빌립보 Philippi
[바] 바울이�스스로 로마�시민임을�밝힌다
❸
사도행전 ��:��-��

M
A

이달리야 ITALY

보디올 Puteoli

❹ 데살로니가�회당
야손이� 바울을� 맞아들였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왕이라고� 불렀다는� 죄목으로
야손을� 고소하고� 야손은
보석으로�풀려난다.
사도행전 ��:�-�

마게도
니아

❺ 베뢰아�회당
[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하여� 베뢰아로
간다
[나] 데살로니가에� 있는유대인들이� 쫓아와
무리를�선동해서�곤경에�처한다.
[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 두고� 아덴으로
떠난다.
사도행전 ��:��-��

로마 R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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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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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
아G
AL

바울�서신�연구: 사도�바울의�생애와�사상 바울의�회심과�도피, 그리고�제 1차와 2차�선교여행�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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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EGYPT

②

③

⑤

❿

가이사랴 Caesarea
예루살렘
④ Jerusalem
⑧

❾ 갈라디아서 (��년)
학자들의�대부분은�아니지만, 몇몇�학자는�갈라디아서의�기록�시점을
훨신�후대로�본다. 그러나
❶ 예루살렘�공회(행 ��)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
❷ 갈라디아서 �:�과�사도행전 ��:��-��의�동등성
❸그리고�당시�로마의�지역적�용어�체계�등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복음화했던�남쪽�부르기아�갈라디아�지역인�비시디아�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지� 얼마� 지나
않아서�그�교회들로�보내졌을�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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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올 Pute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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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압볼리 Neapolis

데살로니가
Thessalonica

암비볼리
Amphipolis

베뢰아
Beroea

사모드라게
Samothrace

드로아 Troas

무시아 MYSIA

에게해
AEGEAN SEA

앗소 Assos

겐그레아
Cenchreae

사모
Samos

밀레도
Miletus

뵈닉스
Phoenix
가우다
Cauda

미항
Fair Havens

라새아 Lasea

브루기아
PHRYGIA 밤빌리아
루기아
LYCIA

로도스 Rhodes

앗달리아
Attalia

이고니온
Iconium

기아 CILIG
리
길

루가오니아
LYCAONIA

루스드라
Lystra

PAMPHYLIA
버가 Perga

다소 Tarsus

더베 Derbe

⑦

무라 Myra
바다라 Patara

안디옥 Antioch

실루기아 Seleucia

Route 1(?)

그레데 CRETE

비시디아
PISIDIA

에베소 Ephesus

고스 Cos

멜리데 Malta

안디옥 Antioch

IA

아덴 Athens

아시아 ASIA

미둘레네 Mitylene

기오
Chios

고린도 Corinth

수라구사 Syracuse

비두니아 & 본도 BITHYNIA & PONTUS

빌립보 Philippi

아가야
ACHAIA

레기온
Rhegium

시실리아
SICILIA

흑해 BLACK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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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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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라미 Salamis

바보 Paphos

살모네 Salmone

구브로 CYPR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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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
아G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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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돈 Sidon

Rou
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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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서신�연구: 사도�바울의�생애와�사상 Part 1. 바울의�회심과�도피

수리아
SYRIA

다메섹
Damascus

①

두로 Tyre

돌레마이 Ptolem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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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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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디스 GREAT SYRTIS

바울의�회심과�초기�사역(33-47년)
바울의�제1차�전도여행(47-49년)
예루살렘�공의회
바울의�제2차�전도여행(50-52년)
바울의�제3차�전도여행
바울의�로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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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레네 CYREN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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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바나바와�함께�안디옥으로�가다 (��년)
바나바가�다소까지�찾아가서�안디옥으로�데려와서
안디옥�교회에�머물며�함께�가르치다
✽ 사도행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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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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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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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③

⑤

가이사랴 Caesarea
예루살렘
④ Jerusalem
⑧

이집트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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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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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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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ILIA

수라구사 Syracuse

빌립보 Philippi

네압볼리 Neapolis

데살로니가
Thessalonica

암비볼리
Amphipolis

베뢰아
Beroea

사모드라게
Samothrace

에게해
AEGEAN SEA

아가야
ACHAIA

드로아 Troas

무시아 MYSIA

앗소 Assos

아덴 Athens

겐그레아
Cenchreae

아시아 ASIA

미둘레네 Mitylene

기오
Chios

고린도 Corinth

❽ 비시디아�안디옥�교회
더베에서�복음을�전하고�많은�사람들을�제자로
삼은�뒤, 루스드라-이고니온-안디옥으로�돌아온다.
비시디아�안디옥�교회에서
[가] 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려면�많은�환란을�겪어
야함을�가르친다.
[나] 각�교회에�장로들을�택하고�금식기도한다.
사도행전 ��:��-��

사모
Samos

살모네 Salmone

안디옥 Antioch

❶

❹ 요한(마가)이�예루살렘으로�돌아가다
사도행전 ��:��

�돌아감
으로
렘

라새아 Lasea

무라 Myra
바다라 Patara

버가 Perga

바보 Paphos

❷

❾

실루기아 Seleucia

❶ 안디옥/실루기아 (��년)
수리아�안디옥�교회가�파송한다
실루기아�항구에서�출발한다
바나바(�인자)와 사울이�동행
하고, 바나바의�사촌 요한�마가
도�함께�한다
사도행전 ��:�-�

살라미 Salamis

구브로 CYPRUS

❸ 총독�서기오�바울을�전도함
총독�서기오�바울이�마술사�엘루마
(본명: 바예수)의�영향을�받고�있었다
바울이�바예수를�맹인이�되게�함
사도행전 ��:�-��

❸

❖ 안디옥�교회�대표자들
[가] 바나바
[나] 시므온(니게르)
[다] 마나엔
(헤롯의�젖동생)

다소 Tarsus

더베 Derbe

살
루

가우다
Cauda

미항
Fair Havens

❹
PAMPHYLIA

예

뵈닉스
Phoenix

로도스 Rhodes

루스드라
Lystra ❼

가
가

그레데 CRETE

멜리데 Malta

루기아
LYCIA

❻

이고니온
Iconium

기아 CILIG
리
길

루가오니아
LYCAONIA

마

고스 Cos

안디옥 Antioch

앗달리아
Attalia

율법으로�의롭하다심을�얻지�못하지만�예수를
믿는자는�의롭다하심을�얻는다고�전한다
[나] 경건한�귀부인들과�유력자들이�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바나바와�바울을�쫓아낸다
사도행전 ��:��-��

❻ 이고니온�회당
이고니온�회당에서�예수를�전하고�유대와�헬라의�많
은�무리들이�믿었다. 이고니온의�믿는자들이�유대교
를�따르는�이들과�사도를�따르는�자들로�나뉘어�졌고,
돌로�치려고�하여�도망한다
사도행전 ��:��-��:�
❺❽

브루기아
PHRYGIA 밤빌리아

❺ 비시디아�안디옥�회당

IA
AT

비시디아
PISIDIA

에베소 Ephesus
밀레도
Miletus

[가]PONTUS
바울이�회당에서�예수를�증거한다.
비두니아 & 본도 BITHYNIA &

❼ 루스드라
[가] 나면서�걸어보지�못한�사람을�걷게�한다.
사람들은�바나바를�제우스로, 바울을�헤르메스로
여기고�제우스�신전의�제사장들이�소와�꽃으로
제사하하려�한다.
[나] 안디옥과�이고니온에서�온�유대인들이�바울을
돌로�치고, 죽은�줄�알고�버리다.
[다] 바나바와�함께�더베로�가다
사도행전 ��:�-��

IA

레기온
Rhegium

M
A

이달리야 ITALY

마게도
니아

보디올 Puteoli

흑해 BLACK SEA

A
ONI
D
CE

로마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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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디
아G
AL

바울�서신�연구: 사도�바울의�생애와�사상 Part 2. 제1차�전도여행

❷ 살라미�회당
요한(마가)을�수행원으로�삼아
유대인의�회당에서�말씀을�전함
사도행전 ��:�

시돈 Sidon

수리아
SYRIA
❾ 안디옥 (��년)

바울과�바나바가�안디옥�교회에
그동안의�행적을�보고한다.
다메섹
사도행전 ��:��-��
Damascus

두로 Tyre

돌레마이 Ptolemais

스르디스 GREAT SYRTIS

바울의�회심과�초기�사역(33-47년)
바울의�제1차�전도여행(47-49년)
예루살렘�공의회
바울의�제2차�전도여행(50-52년)
바울의�제3차�전도여행
바울의�로마행

가이사랴 Caesarea
예루살렘
Jerusalem

구레네 CYREN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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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EGYPT

❾ 갈라디아서 (��년)
학자들의�대부분은�아니지만, 몇몇�학자는�갈라디아서의�기록�시점을
훨신�후대로�본다. 그러나
❶ 예루살렘�공회(행 ��)에�대한�언급이�없다는�점,
❷ 갈라디아서 �:�과�사도행전 ��:��-��의�동등성
❸그리고�당시�로마의�지역적�용어�체계�등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복음화했던�남쪽�부르기아�갈라디아�지역인�비시디아�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지� 얼마� 지나
않아서�그�교회들로�보내졌을�가능성이�크다.

WWW.BIBLIA.CO.IL

실

아가야
ACHAIA

라와

디모

류
합

❻

드로아 Troas

데, 아
, 디모
, 실라

앗소 Assos

미둘레네 Mitylene

⓫ 안디옥
브바울은�이�선교�여행을�안디옥으로�되돌아옴으로�마무리한다
사도행전 ��:��

❾

라
스길
브리
,
굴라

사모
Samos

그레데 CRETE

❿ 가이사랴와�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교회와�그곳의�지도자들을�만난�것을�언급하는�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

아시아 ASIA

뵈닉스
Phoenix

가우다
❷ 갈라디아서? 후기설 (��-��년)
Cauda
갈라디아서는� 이� 무렵, 즉 사도행전 ��장의�
예루살렘
공회�이후�두번째�선교�여행�중의�어느�시점에�집필되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부� 또는� 북부� 가설� 가운데� 하나와
부합한다. 갈라디아서는�이�선교�여행�중에�방문한�장소
중� 어느� 곳에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는데, 브루기아
갈라디아가� 이� 여행의� 첫� 뻔재� 주요� 거점으로서� 그가
언급한�지역�안에�있었을�가능성이�있다.

미항
Fair Havens

라새아 Lasea

에서
드라
루스

데를�할례하고�
서�디모
선 교여행
을�함께�함
만나
를�
데
디모

밀레도
Miletus

안디옥 Antioch

비시디아
PISIDIA

에베소 Ephesus

고스 Cos

❽ 겐그레아에서�서원에�따라서�머리를�깎음
브리스길라와�아굴라도�바울과�함께 움직인다
사도행전 ��:��-��
❾ 에베소�회당
브리스길라와�아굴라는�에베소에�남는다
사도행전 ��:��-��

❸ 드로아의�환상
마게도냐�사람�하나가�그에게�청하는�환상을�보고
그의�동료들과�함께�마게도냐로�떠난다.
사도행전 ��:�-��

무시아 MYSIA

기오
Chios

아덴 Athens
바울

❸

브루기아
PHRYGIA 밤빌리아
루기아
LYCIA

로도스 Rhodes

살모네 Salmone

앗달리아
Attalia

이고니온
Iconium

루스드라
Lystra

❶ 안디옥에서�바나바와�바울이�나뉘어�출발
제�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울은� 버가에서
벌어진� 사건(❹)을� 말하며� 거절하여� 서로� 다투다
둘로�나뉘어�졌다. 바울=실라 / 바나바=마가�요한
사도행전 ��:��-��
바울과 실라

기아 CILIG
리
길

루가오니아
LYCAONIA
❷

PAMPHYLIA
버가 Perga

IA

❼ 고린도�회당 (��년�가을-��년�봄)
[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족을� 만나다. 이들은 로마에� 살던� 부부인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글라우디오의� 칙령 ��년)을� 내려서� 로마를
떠나�왔다. 이들�역시 바울과�같은�직업을�가졌다.
[나] 실라와�디모데가�마게도냐로부터�와서�합류하다
[다] 고린도에서 �년 �개월을� 사는� 동안�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레기온
거쳐하면서�유대인의�회당에서�복음을�전했다.
❼
Rhegium
[라] 회당장�그리스보와�그�집, 그리고�고린도의�많은�사람들이�세례를�받는다. 고린도 Corinth
[마]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를� 찾아가� 바울을� 고발하였으나, 유대의
겐그레아 ❽
전통과�종교법과�관련된�일이라며�재판하기를�거부함 (회당장�소스데네가
Cenchreae
유대인들로부터�구타당함)
사도행전 ��:�-��

❾ 빌립보서? (��/��년)
멜리데 Malta
에베소에서의�투옥을�주장하는�학자들은�빌립보서가
짧은� 투옥을� 요구하는� 이� 단기간의� 체류� 동안
기록되었을�것으로�생각한다.

사모드라게
Samothrace

에게해
AEGEAN SEA
나중

수라구사 Syracuse

암비볼리
Amphipolis

야반도주 ❹

데

시실리아
SICILIA

베뢰아
Beroea

IA
AT

네압볼리 Neapolis

데살로니가
Thessalonica

❺

비두니아 & 본도 BITHYNIA & PONTUS

(?)

2
te

u
Ro

다소 Tarsus

더베 Derbe
Ro
u

te
1

❶

(?)

무라 Myra
바다라 Patara

바
바나 가
마
와

살라미 Salamis

바보 Paphos

구브로 CYPRUS

❷ 수리아와�길리기아�지방을�거쳐�더베와�루스드라
아시아�지역에�말씀을�전하지�못하도록�막는�성령의�간섭으로�바울은�브루기아
갈라디아아의�지역에서�말씀을�전했다 (만약�바울이�직접�골로새를�방문하지�않
았다면�그곳으로�사절단을�보냈을�가능성이�있다.).
[가] 루스드라에서�아버지는�헬라인이고�어머니는�유대인인 디모데에게�할례를
행한다.
[나] 성령은�바울과�그의�동료들이�비두니아로�들어가는�것을�막으셨다.
사도행전 ��:�-�

시돈 Sidon

안디옥 Antioch

실루기아 Seleucia

리

❻ 아덴의�장터와�아레오바고
실라와�디모데를�기다리면서, 아덴의�장터에서�예수를�변론한다. 외국의�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아레오바고에서
부활에�대해서�논쟁을�한다.
아레오바고�관리�디오누시오와�다마리, 그리고�몇명이�예수를�믿는다.
✽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로� 가기� 전에
마케도냐로�여행을�떠났을�것이다.
사도행전 ��:��-��

❼ 데살로니가전후서 (��-��년)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만약� 후자가
진짜로�바울의�저작이라면)는�바울이�고린도에�머문
동안에�기록되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정론이다.

흑해 BLACK SEA

❸ 빌립보에서�루디아와�감옥�간수장과�그�집안들을�전도하다
[가] 두아디라에서�자주�장사하는 루디아가�빌립보에서�바울을�만나고�그�집이 세례를�받는다
[나] 점치는�귀신들린�여종의�귀신을�쫓아내고 바울과�실라가�감옥에�갇힌다.
[라] 지진으로�옥문이�열렸으나�도망가지�않았고, 자살하려던�간수를�살린다
[마] 간수와�그�집의�모든�사람들이�세례를�받는다
빌립보 Philippi
[바] 바울이�스스로 로마�시민임을�밝힌다
❸
사도행전 ��:��-��

마무

A
ONI
D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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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이달리야 ITALY

❹ 데살로니가�회당
야손이� 바울을� 맞아들였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왕이라고� 불렀다는� 죄목으로
야손을� 고소하고� 야손은
보석으로�풀려난다.
사도행전 ��:�-�

M
A

보디올 Puteoli

❺ 베뢰아�회당
[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하여� 베뢰아로
간다
[나] 데살로니가에� 있는유대인들이� 쫓아와
무리를�선동해서�곤경에�처한다.
[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 두고� 아덴으로
떠난다.
사도행전 ��:��-��

마게도
니아

로마 R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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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
아G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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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바울�서신�연구: 사도�바울의�생애와�사상 Part 3. 제2차�전도여행

수리아
SYRIA

다메섹
Damascus

두로 Tyre

돌레마이 Ptolemais

❿

스르디스 GREAT SYRTIS

바울의�회심과�초기�사역(33-47년)
바울의�제1차�전도여행(47-49년)
예루살렘�공의회
바울의�제2차�전도여행(50-52년)
바울의�제3차�전도여행
바울의�로마행

가이사랴 Caesarea
예루살렘
Jerusalem

구레네 CYREN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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