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사도행전 제 5 강

말씀 / 사도행전 4:32 – 5:16

요절 / 사도행전 4:32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1. 초대 교회 공동체의 물질생활이 어떠했습니까(4:32-35)?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33)? 바나바는 어떤 점에서 좋은 본이 되었습니까(36,37)?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

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

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

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2.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5:1,2)? 베드로는 그들의 어떤 점을 책망했습니까

(3,4)?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어떻게 벌하셨습니까(5,6)?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하니라



3. 삽비라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7,8)? 그녀의 최후가 어떠합니까(9,10)? 이 소식을 들은 사람

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11)? 하나님은 왜 이들 부부의 문제를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

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4.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12-16)? 사도들에 대한 반응이 각각 어떻게

달랐습니까?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

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