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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개요 
(The Book of Acts) 

1. 저자: 누가 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 (누가 복음 개요 참조) 

2. 사도 행전이 씌여진 시기: 60년대 초반 – 중반이 유력하다 

a)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 후 2 년 

b)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c)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언급되지 않는다  (65-66 년경)  

3. 대상 및 저술 목적: 데오빌로에게 적혀진 책이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라기 

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적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복음 1:1-4 참조). 

사도행전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나아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 

4. 특징: 사도행전의 특징들은 여러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o 기록의 정확성: 당시의 사회 문화, 특정한 사건, 지역에 대한 설명들이 정확하다 

§ 예루살렘, 여러 항구 도시의 이름들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 황제들의 이름과 시기, 총독들 (바보의 총독 – 13:7, 아가야의 총독 – 18:12) 

§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말 (14:11), 헤르메스 제우스 신당 (14:13) 

o 설교가 많이 등장한다 – 전체 내용의 약 25~30% 

§ 베드로의 설교 (2장 – 오순절 설교, 3장 – 솔로몬 행각, 4장 – 의회앞에서) 

§ 스데반의 설교 (7장) 

§ 바울의 설교, 변론(13장 – 비시디아의 안디옥, 22장 – 예루살렘, 24, 25, 26장 

– 총독들앞에서) 

o 예루살렘 종교회의 (48 ~49 년) 

§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중재를 위한 조건들을 의결 (15:19-21, 23-29) 

- 이방인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한다  

o 사도들의 의한 기적들: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 나면서 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침: (3:1-10 – 베드로와 요한, 14:8-10 - 바울) 

§ 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 바울 (5:19-20, 12: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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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집사를 옮기신 성령님 (8:39-40) 

§ 베드로가 중풍병 환자를 고침 (9:33-34), 도르가를 살림 ( 9:36-41) 

§ 바울의 시력회복 (9:36-41), 유두고를 살림 (20:9-10), 독사에 물림 (28:3-6) 

5. 사도행전의 전개 

a) 교회의 시작,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준비 (1:1 – 2:47) 

b)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3:1 – 6:7) 

o 공동 생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집사 

c) 교회의 확장 (6:8 – 9:31) 

o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울의 회개, 유대에서 사마리아, 시리아로 전파 

d) 계속된 교회의 확장, 이방인 전도 (9:32 – 12:24) 

o 고넬료를 통해 보여진 이방인 전도, 야고보의 순교 

e) 바울의 첫번째 선교 여행 I (12:25 – 15:41) 

o 바울 일행의 첫번째 선교 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f) 바울의 선교 여행 II & III (16:1 – 21:40) 

o 2차 선교 여행 -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 고린도 

o 3차 선교 여행 – 에베소 

g) 로마로의 여정과 전도 (22:1 – 28:31) 

o 바울의 변호/설교 (의회,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립바왕) 

o 황제 상소, 로마로 압송 

6.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의할 점들 

- 침례 그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음 (8:12 – 17, 이방인 

전도를 위한 특수한 상황) 

- 제비 뽑아서 맛디아를 세움 (1:26 –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 이방인에 대한 꺼리낌, 정결예식, 음식에 대한 구별 – 지금은 아니다  

- 공동 소유 생활 (4:32-5:11) -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니다 

- 기도 수건 (19:12) 

a)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과 그 당시 상황에 따른 특수한 일들을 구분해야 한다 

b)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내용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c)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나타난 일인지 주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