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사도행전의 골자: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뀜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하며 동시에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
준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왕국의 건립임: 행1:6, 1:8
예루살렘, 유대(1-7장), 사마리아(8), 땅 끝(9-28), 1장이 대략 1년임
2-3장 베드로는 여전히 재림의 시각으로 말씀을 선포함(요엘서 2장)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의 관점은 아직 이방인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었다(행1:5-8 설명).
2장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함, 유대인들의 명절(2:5, 9-11)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 생각함(욜2:28-32), 주의 날
여기의 모든 육체는 누구인가?
너희의 아들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주의 날: 누구를 가리키는가? 100% 유대인
2:22; 36 이스라엘의 온 집
41절: 3000여 명이 그들에게(120명에게) 더해짐
47절: 그 이후에 구원 받은 자들이 교회에 더해짐
3장으로 가서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13절, 18
19-26절 설명: 대단히 중요하다.
5장: 아니니야와 삽비라
6장: 일곱 사람 선출
7장: 스데반의 죽음
8장: 유대인 제자들이 흩어짐(1-4절),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내시 전도
9장: 사울의 회십
중요한 분기점: 10장 34-35,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교회 시작 후 10년이 지난 뒤)
행11:17-18,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과 바나바만 나옴, 16장 이후로는 바울만(2차
선교 여행부터)
변천기:
구원의 모습: 2장, 10장, 19장 성령 침례, 방언
8장 12-13절, 37-39절, 9장 18절(사울), 13장-28장까지(19장 빼고)는 방언이 없음
방언: 글로싸(tongues), 원래는 몸의 기관인 혀를 가리키며 파생된 뜻으로 다른 나라 민족이나 말을
뜻함. speak with tongues의 형태로 쓰임.
사도행전 2장의 방언: 100% 유대인들의 모임, 100% 이방인들의 말(2장 7-8, 9-11)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저질 교회(주후 55년경),
분쟁, 음란, 법정 시비, 결혼, 우상 제물, 은사, 부활, 사도 바울의 자질 시비 등
12장 28-29, 방언은 가장 저급한 은사
14장 알지 못하는 언어(unknown tongues)?
6절, 19절 알지 못하는 언어=타언어, 20-22절이 키포인트임
방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고전1:22),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는 대언임(23-25)
방언 정리: 방언이 이슈가 되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낮은 곳이다. 굳이 원하면 27-28절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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