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 인도자 교재 

사도행전 5 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길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 
- 그의 지중해의 한 섬인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옥한 섬인 
구브로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비교적 부유한 지역입니다.  

-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피성의 종교적인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구브로 태생인 것은 그의 가정이 마카비아 혁명 
이후 핍박을 피해서 구브로 섬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명은 요셉 입니다. 가장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 마저 아들을 낳고 알렉산더라는 헬라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민족적인, 종교적인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바나바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절의 밭은 
“아그로스” 라는 단어인데 저택을 포함한 대규모 농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2.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의 바르 (아들)와 나바스 (예언/ 
말씀)의 합성어 입니다? 누가가 “말씀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행 
13:1) 

-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는 담임목회자 
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행 11:26).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 바나바는 예수님의 가르침 대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초대교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것입니다.  

 

 
3. 당신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위로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말씀을 배워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회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때 참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스캇 펙은 “거짓의 사람들”(People of the Lie)이란 책에서 “악은 
병든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온갖 수단의 
정치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실체가 바로 거짓이라고 고발합니다. 악한 거짓말이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모든 인간이 병든 자아를 갖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 



하려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5.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 아나니아는 본래 히브리어의 하냐냐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헨(은혜)과 야훼(여호와)의 합성어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 삽비라는 싸피로스 (사파이어)에서 온 단어로 ‘아름답다, 즐겁다,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두 부부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6. 베드로의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정죄하였습니까? (5장 3절)  

-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가득했다는 것은 사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결국 마음을 내어 주고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 삶을 
지배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 지난 몇일 간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무엇이며, 사단이 준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7. 이 부부의 거짓말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4절) 왜 
그렇습니까?  

-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 거짓말의 기원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거짓된 
생각과 말을 넣어 주고, 결국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회복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잠언 19:9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27의 말씀을 읽고 거짓말 
하는 자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8.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 잡는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 우리 스스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 거짓된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 거짓을 묵상하며 마음을 
채우기 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 모든 거짓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타협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