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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방화적인 친교는현대 로마인에게 놀라웠읍니다.  이것이 정학하게 놀라운 이유는 ,그들에게 아
무것도비슷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같은 것은 없었읍니다. . . . 
기독교의 독창성 대부분은, 단순한 사람들이 서로의 구성원이 될때,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
피, 하나의 나무로 불을 태우는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불량한 나무를 같이 태우면 우수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Elton Trueblood, The Incendiary Fellowship방화 친교

사도행전Acts 6:1-6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
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2.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
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3.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
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6.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행전 Acts 6:1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
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6:2-6  2.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
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3.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
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
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6.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행전 6:7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상이 꺼꾸로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Week 8: 사도행전Acts 6:1-7:60 
과격한 화해와 대조적인 공동체. 

Radical Reconciliation and a Contrast Community.



사도행전 6:8-10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9.그 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
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10.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
은 스데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사도행전Acts 6:11-14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
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2.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13.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
니다.

14.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
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빡빡한 공간에서 태어나고 그 공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직 성령 만이 우리에
게 그 공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 십니다.  언제 어디서  교회는 우리가 계속보고있는 영에 저항합니다.”  - Dr. Willie 
Jennings

사도행전Acts 7:54-60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55.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56.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57.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59.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은 잠들었다.

갈라디아서Galatians 3:28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
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복기도

• 당신이 완전히 겸손하고, 온화하기를 바랍니다.

• 서로 사랑하며,  참을성을 나타내십시오. 

•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힘으로 평화로운 단일을 할것을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