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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0년 12월 구역공과 

* 제목: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열정
* 본문: 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2

서론: 미국의 대통령선거행사 중에 TV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TV토론회가 끝나면 방송사에서는 항상 ‘Fact Check’라는 
것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끝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까? 예
수님은 기독교신앙의 핵심이시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
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
습니다. 

본론: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의사였는데,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을 보고는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은 없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예
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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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입니다. 결국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내 준 누가복음과 사
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권의 성
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토의질문: 
1.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난 데오빌로를 향한 호칭이 어떻게 달라졌습니
까? 왜 달라졌을까요? (누가복음 1:3, 사도행전 1:1) 
2. 누가에게 데오빌로를 붙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붙여 주신 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
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결론: 영어로 열정을 ‘Passion’이라고 합니다. ‘Passion’은 라
틴어 어원인 ‘Passo’에서 왔는데 본래 의미는 고난이라는 뜻입
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
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
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복음전
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