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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도행전 제 24강

                                 다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 사도행전 25:13-26:32
요절/ 사도행전 26: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신 날이면,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어머니, 파스 냄새 물씬한 귀갓길에,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중략> 그래요. 난 절대로 당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조차 존경할 수 없는 세상
을, 저 새끼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을, 난 결코 살아남지 않을 거예요...’<넌 나처럼 살지 마
라>는 박노해(朴勞解) 시인(詩人)의 시(詩)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딸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처럼 결혼하지 말라.” 어떤 아빠는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엄마, 아
빠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존감(自尊感, self-esteem.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
하는 마음)이 낮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고단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
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한 내용
입니다. 로마 총독과 왕의 한 마디에 바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소감(Life 
Testimony)을 발표한 후 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
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
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소망과 믿음을 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Ⅰ.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 서다(25:13-27)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립바 왕의 정식 호칭(呼稱)은 헤롯 
아그립바 2세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과 동편에 있던 아빌레네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던 분봉왕(Tetrach. 
分封王-한 나라를 나누어 그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립바 왕의 부인
이 아니라 누이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오빠인 아그립바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서 신임 총독이 왔다고 하니 아그립바 왕이 인사차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後任)으로 
새로 부임(赴任)한 베스도는 바울의 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
다. 하지만 바울을 황제(皇帝)에게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한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자세
히 기록한 상소장(上訴狀-보고서)을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야할지 참 난감했습
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일이 여기까지 커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총독으로서는 왜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황제에게 보낼 상소장(上訴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아그립바 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립바가 헤롯 가문의 왕이니까 유대 사정에 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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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습니다. 바울 건에 대해서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립바
에게 바울의 문제에 대한 조언(助言)과 자문(諮問)을 구했습니다. 

  이때 아그립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
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22)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총독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으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신임 총독에게 점수를 좀 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겠노라 약속하고 바울의 말을 집적 
듣기를 청(請)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접견(接見) 장소에서 바울사건 특별진상조사 위원회의 청문회(聽聞
會)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뿐만 아니라 군대의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
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
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23)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화려한 옷과 장식품으로 크게 위
엄을 갖추고 천부장(千夫長)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위
풍당당하게 군사들의 호위(護衛)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루(襤褸-옷이나 차림새가 낡
고 해져서 허름하고 너절함)하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채 군사들에게 이끌려 왔습니
다. 베스도가 먼저 기조연설(基調演說-회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발한 바울을 소개한 후, 자신이 심문(審問)한 결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25-27)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상소장(上訴狀)에 쓸 자료를 
얻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
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1
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빨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가능성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
언할 기회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죄수가 되
어야 한다니 억울하고 분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금들과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면 
바울은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
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26:1-32)

 재판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에 피고 측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변론을 최후 변론이라고 부릅니다. 최후 
변론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마지막 변론인만큼 변론의 클라이맥스이자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
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 총 다섯 번의 심문을 받고 다섯 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변론입니다. 곧 바울의 최후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
다. 이 변론 속에는 사도 바울의 소망과 믿음이 농축(濃縮)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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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보십시오. 아그립바 왕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로 서두(序頭)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서 파견한 총
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즉
시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복음 전파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립바는 헤롯 가문의 왕이라서 이방인 총독들과 달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 반가운 일이었습
니다. 이번에 잘 하면 아그립바 왕이 회심(悔心)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변론을 가장하여 아예 작심(作心)하고 복음의 진수(眞髓)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택한 구체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나 있
듯이 바울 자신의 인생 소감(Life Testimony)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소감의 원조는 UBF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서 22장에서도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인생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
다. 진솔(眞率)한 인생 소감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복음 증거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양회 때마다 인생 소감 발표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소감은 나도 여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에게
서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한 동기들을 물론이고 이 사실을 입증해 줄 사람은 널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정통 골수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입니까? 그렇
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
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6,7)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였습니다. 현재 바울이 가진 소망은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소망과 똑 
같은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울의 증언 속
에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시 유대
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구약(舊約)
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
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
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요, 기대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이 비추고 자유와 평화를 가져 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심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자기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
고 있습니까? 이는 같은 소망을 공유(共有)하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바울과 유대인은 서로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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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나사렛 출신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구원하십니까? 과연 누구
의 말이 맞고 누가 오해(誤解)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판단은 사람이 다수결(多數決)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事案)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하
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라는 확실한 증거(證據)가 있느냐 없느
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야일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
게 메시야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이 힘이 있어서 로마를 상대로 통쾌한 승
리를 거두어야지, 예수 같은 실패자는 결코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8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復活)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버림받고 저주 받은 실패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상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소망했던 바를 이루실 메시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立證)하셨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부활하여 영생(永生)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핍박을 받았습니
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접하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
습니다. 하나님은 전능(全能)하신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소망(희망)의 문제는 바울과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빅터 프랑클의 죽음
의 수용소에서'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랑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강
제수용소(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로, 폴란드 남부 오시비엥침-독일어 
아우슈비츠-에 있는 옛 수용소임)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는 수용소(收容所)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이 견디지 못하고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를 관찰(觀察)했습니다. 이때 얻은 통찰(洞察)을 후에 정리하
여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른 것은 누가 더 건강하고 신체 조건이 
좋고 인내심이 있고 머리가 좋은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른 것은 바로 누가 희망을 
끝까지 붙들었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줍
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잘 되리라는 희망이 있을 때 아무리 고생을 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 간절히 바라던 그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희망을 부여잡고 인생을 거기에 올
인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희망이란 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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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편을 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심지어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
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희망 없이 살 수 없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제대로 된 
희망일까를 놓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희망,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희망이 어디에 없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
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기초(基礎)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福)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에서 힘겨운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소망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소망에서 죄악의 탁류(濁流)가 거세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순례자(巡禮
者)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living hope)이라
고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
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1:3,4).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될 이 세상에 둔 소망은 죽은 소망일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자 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 소망을 붙들
고 고난을 견디며 죄악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9) 과거 바울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앞장서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
었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여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내준 완장을 차고 외국에까지 원정 박해를 하러 다녔습니다. 뒷발질하는 거친 황소처럼 혈
기와 자기 의에 사로 잡혀 예수님을 마구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
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이미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
런데 이전 증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14) 여기서 가시채는 짐승의 뒷발질을 막기 위해서 수레 앞에 달
아 놓은 가시를 말합니다. 짐승이 성질을 부려서 뒷발질을 하면 여기에 찔려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포
기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름대로 혈기(血氣)를 
부려보아야 다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
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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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16-18)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
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가리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19) 바울이 유대 온 땅과 이방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한 것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명(使命)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여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나름대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변호(辯護)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증언을 듣는 아그립바 왕을 비롯해 그 자리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저항(抵抗)하지 말고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스도 총독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24)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니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에겐 아직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
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그립바 왕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
시는 줄을 아나이다."(27) 만약 아그립바가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했습니다. 눈치 빠른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변론을 빙자(憑藉-어떤 일이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를 내세움)하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죄수인 주제에 감히 왕을 변화시키려 
하다니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립바는 바울을 째려보며 말하였습니다. "어험! 무엄(無嚴-삼가거나 어려워
함이 없이 아주 무례함)하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28) 

  아그립바 왕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 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던 아그립바 왕 
1세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세례요한을 목 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였고 증조부(曾祖父)는 아기 예수님께
서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다 잡아 죽였던 악명 높은 헤롯대왕이었습니다. 이런 살인자 집
안의 피를 이어받은 아그립바 2세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본능적(本能的)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이었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유대의 마
지막 통치자(統治者)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어둠이 지배하는 아그립바 왕과 그의 다스림을 받은 유
대의 미래를 깨닫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원
수 노릇하던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아그립바 왕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최후 변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
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
니라.”(29)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최후 변론의 핵심(核心)이자 바울의 행복론
(幸福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 영혼은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반면 아그립바 왕은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사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처럼 부자
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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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살고 있는 현재가 최고(最高)의 전성기(全盛期)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권력자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사회적인 특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
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빌립
보서 1:20,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
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는 어떤 나를 말할까요?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
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
(相續)받은 그 나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살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증인이요, 
성경선생이요, 목자인 나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처럼 구원받고 영의 눈을 떠서 목
자로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보통 높은 사람들
이 아닙니다. 귀족, 총독, 그리고 왕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서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죄수
(罪囚)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그립바 왕처럼 되고 싶다. 아그립바 왕이 부럽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죄수인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視覺)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내면(內面)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 앞에 있
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과 총독으로 권세와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좌(王座)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보면 
개인 사생활은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총독은 높은 지위와 힘으로 불륜(不倫)을 일삼고 권력을 유
지하기 위해 뒤로 온갖 술수와 음모를 꾸미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미 아내가 셋이었고 드루실라는 원래 남의 아내였는데 빼앗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서로 남매 지간인데 근친상간(近親相姦)을 하였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
력자들의 감추어진 내면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아그립바 왕에게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혼
의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왕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
다. 바울이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왕조
차도 다 자기처럼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마디로 ‘1등 인생’이었습니다. 경기 중 고등학교 수석 입학, 월반, 서울대 차석 합격, 24세에 미국 플로
리다(Florida) 대학교 교수, 학생들보다 어린 ‘꼬마교수(boy professor), 과학기술처 장관, 국제원자력 기구 
의장, 호서대 총장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투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
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하라”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시
련이 없었다면 기도(祈禱)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로 인해 나는 기도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는 고백
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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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고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섭리(攝理)에 전율(戰
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을 더 소유하고, 얻는 것인 줄 알고 그 길로 몸부림칩니
다. 그러나 그는 “인생은 실상 ‘욕망 버리기’라고 합니다. 마치 항해하던 배가 바닥에 구멍이 뚫려 난파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하게 던져야 
하듯이, 인생에서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려놓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정근모 박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자존감(自尊感, self-esteem)이 낮습니다. 돈
이 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 앞에서 서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전도는커녕 신자로서의 정체성(正體性)
마저 밝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사’자를 달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속화(世俗化)’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세상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문제는 세속화의 눈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다
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으로 봐야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
시(直視)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너무 초라해 보입니
까? 목자로 사는 것이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게 여기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양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 양성도 
믿음의 계승 역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현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장차 나에게는 어떤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님이 자기 피 값으로 사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이며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祭司長)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
다. 장차 하늘에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도 가
장 영광스러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자긍심
(自矜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속
에 감추어진 죄와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成功)을 했어도, 혹은 아
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그 결국은 영원한 심판(審判)과 
형벌(刑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정확
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울처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
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에 대한 불만과 한탄 때문
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自尊感)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지내거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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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면 서로 자기가 이룬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로, 직장과 지위로 서로 비교하고 원치 않게 비교를 당하
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세
상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내가 이룬 성취와 명예, 타이틀로 다가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신도 나처럼 되세요.” “당신도 나처럼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사
세요.”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과 심문이 끝났습니다.(30-32) 아그립바 왕의 결론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上訴)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
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몰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
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
였습니다.

결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며 모
든 이들이 자신과 같이 되도록 권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
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
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함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배우고 복음역사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처럼 십자가
를 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