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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자들이 무엇을 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나요? (31절)
Ġ그들이

⽖⽖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

2.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31-32절)

⽖⽖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과 한 ⽖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으로 사용하였다.”

“ 하나님의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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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올라운 일들이 이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내 물건은 내거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었지요.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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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나누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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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성령 충만을 받아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고, 어려운 이웃
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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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죄를 범하였나요? (1-2절)

⽖의 ⽖⽖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를

“... 소유를 팔아 그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ᵳル⭨⣯∧ᴿㄇ㎨㈯ᶤ䀃カᭃㄿ" 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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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의 물건을 통용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내 놓
지 않고 얼마를 따로 떼어 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지요.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따로 숨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탄에게 홀려서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꾸짖었지요. 이 말을 듣은
후 아나니아는 죽게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나니아의 아내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 뿐이냐고 물었을 때 삽비라 또한 그것이 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삽비라 또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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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판 땅의 값을 다 내놓
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어요. 그 때문에 하
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앞에서 항상 정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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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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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ࢎઁҗ Ӓ ٜੋ ࢎفѐ ࢎۈٜ فݽ
दӝबоٙରࢲٜҊੌযա 
 ࢎبٜਸইоৠীоف
 Ӓ۠ߎؘীשୌࢎохৠޙਸৌҊ ӒٜਸؘܻҊ
ա৬ࢲ݈ೞӝܳ 
 оࢲ ࢿীࢲࢲ ࢤॹ݈ݺਸթӣহߔࢿীѱ
ೞৈۄೞ
 ݈ਸٛҊ Ӓٜ࢜߷ীࢿীٜযоࢲоܰҊ
ӒٸীࢎઁӒ৬ೣԋೞۈࢎחٜҗ؊ࠛয৬ࢲ 
ҕഥ৬झৃۄਗ۽ഥܳࣗೞҊ хৠਵۈࢎ۽ਸ
ࠁղয ࢎبٜਸؘ۰য়ѱೞ
 ҃࠺ਗٜхৠীоࢲࠁبࢎ פٜхৠীহӒ
ܻೞৈӒٜجই৬ࢲ ۧѱࠁҊೞ
 хৠޙইױױਫ਼ѹҊ ݃ޙрࣻоࢲ
ޙ ؘחਸৌযࠁও؊ פউীחইبޖহणפ
 ࢿ҃࠺җࢎઁٜ݈ਸٛҊࢲ ੌ
খਵ۽যڌѱؼөೞҊ ࢎبٜੌ۽ടೞ
 Ӓٸীযۈࢎڃ৬ࢲ Ӓٜীѱੌࠁۥभदয় ৈ۞࠙
ৠীоكӒࢎۈٜࢿীࢲࢲ ߔࢿٜਸоܰҊण
פ
 Ӓ࠺҃ࢲې҃࠺ਗٜҗೣԋоࢲ ࢎبٜਸؘܻ
Ҋ৳Ӓ۞աӒٜߔࢿٜ۽جசөࠊف۰ਕࢲ
۱ॳঋও
ࢤۚ
 ӒܻೞৈӒٜࢎبٜਸࠛ۞оٍܽٸী ࣻ
ܴਵ݈۽ೞ݈ۄҊݺ۸ೞҊࢲ֬ই
 ࢎبٜܴࣻޙٸীݽਸೡࣻחѺਸ
ѱػѪਸӝೞ ࢲݶҕഥীࢲ۞ޛա৳
 Ӓٜզ݃ࢿীࢲ ӒܻҊীࢲएঋҊ
оܰҊࣻоӒܻझبਸ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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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함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얻게 된 것을

_Q\P
⯝ᜁ

⽖⽖을 당할 수 있는 ⽖⽖을

⽖⽖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시기하였고, 그들
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때리기까지 하며 예수의 이름
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지요.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는 일에 기뻐하며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치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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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모욕
당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였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한줄 기도 :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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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झ߈ؘഌ৬מ۱݅೧ࢲ ߔࢿоۄ֥ࢲؘੌҗ
ӝਸ೯ೞҊ
Ӓٸীҳۨ֎ࢎۈҗঌ۩ܻ٘ইࢎۈҗӡܻӝই৬ইदই
ীࢲৡࢎۈਵ۽ҳࢿߡܻ߄ܲ ػ٣֢ഥীࣗࣘۈࢎػٜ
оؘীࢲݻٜҊੌযաࢲ झ߈ؘҗ֤੬ਸߥ
Ӓ۞աझ߈ؘഌ৬ࢿ۸ਵ݈۽ೞ ۽Ӓٜझ߈ؘਸ
೧յࣻহ
Ӓ۞۽Ӓٜࢎۈٜਸࢶزೞৈझࣁݽ߈ؘ৬ೞաשਸ
ةݽೞ݈חਸೞחѪਸܻоٜणפೞҊ݈ೞѱೞ
ӒܻҊߔࢿҗ۽ٜҗਯߨٜਸࠗ୶ӝҊ झ߈ؘীѱ۽
ށ۰оӒܳࠢইࢲ ҕഥ۽ՑҊ৳
ӒܻҊѢૐੋٜਸࣁਕࢲ ۧѱ݈ೞѱೞۈࢎ
ऒ࢜হ<>ѢܗೠҔҗਯߨਸѢठ۞݈ਸפ
ࢎ ۈաࢎۮࣻоҔਸҊࣁݽژоܻীѱ
ೞৈળӏ۹ܳڳযҊசѪۄҊ݈ೞחѪਸ ܻоٜ
णפ
ҕഥীঊইۈࢎחٜفݽझ߈ؘਸݾೞৈࠁ פ
Ӓҷୌࢎҷэও

 Ⅹ॒ᗭ֥ᇡ⊽ǍᬊƱᮂƱᰍ

⽅ⓐ ㉄➈㉽ゴ㏼ⰸ㆔

&KHFN⽑⽑⽑
9ᷨゴ⮬㌄
ᣜ⍀"㉼㌕䁜ᣜ㥙㌕
䁘レ㓄᠀⍀

_Q\P
᠀㜰

1.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왜 그를 당해내지 못했나요? (10절)
“ 스데반이

⽖⽖와 ⽖⽖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ហ䄷㈃⭗∷ᾏⵏḛ⛃⚿∧➧ῷほた⁏でびᭃㄿ" 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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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회당으로 모인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당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게 했지요.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의회로 끌려갔어요. 스데반이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끌려와
공의회에 섰을 때 거짓증인들은 스데반이 회당을 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다고 이야기 하였어요.
선동당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이것은 스데반이 비록 공의회에 누명을 써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거짓으로
는 당해낼 수 없는 훌륭한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한 어떤 일에도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우리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한줄 기도 :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항상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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ղѱযځܳפݠաݴযܰٮܳפݠ݈Ҋجইоۄ
ъӂೞ݃২ࣗࢲযפݠԋࢲоदחҔী
աبоҊযפݠԋࢲޖݠदחҔীࢲաޛݠبѷա
যࢿߔפݠաߔࢿغҊ
যפݠೞաשաೞաغשदܻפ
mܜ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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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ܜӝ
àঐ ࣠ҳ  tৈഐ৬ԋࢲ֎о೯ೠੌীࠁೞदӝܳਗೞݴझৃۄೞաש
ৈഐ৬ԋࢲӒզѐইېীࠁഐܳ߉ਵ۞ৡ֎ѱৡೠ࢚दӝܳਗೞ֢ۄ
ೞחۄuÛܜӝ
àࢿ҃ঠӝࢎۈਸా೧ੌೞदחೞաשÛܜӝ
àয়טನੋೞաשԋࢲۈࢎחਸా೧ࢎیҗ࠺ੌਸ೯ೞ࣊ਃ

݈ॹա ׃ޙਵ۽ҳٜҗష೧ࠁࣁਃ
˝ ࠁইझоܜীѱೲۅೠੌ   

˞ ࠁইझоܜীѱ۠ഌܳ߬ਬ  ח

Ǜ ࠁইझо߬ܲژ࠺  ח

Үਭഝزtસӝಌૌuળ࠺ޛഝز оਤ
ₖ য়ߓט݈ॹਸࢤпೞ ݴસӝܳೲ߉ۅӝҗറ݃ܜযٿਸ
ࢲ۽աࠁׇইਃ
⇢ ഝزtસӝuಌૌਸࢶীۄٮоਤ۽ੜۄਃ
⇣ ࢶࢤשदрਸदҊ ҳٜпઑпਸࢴറಌૌࡈܻ୶ݏӝदਸ
೯೧ਃ
⇤ ѐੋդറೠಌૌ݅ࢴযࢲ߈ҳٜفݽоഈزೞৈಌૌਸ৮ࢿ೧ࠊਃ
⇥ ܜۢೞա݃שীݏѱইоݶࠁഌٜਸযܻо؊೯ࠂೠ
ਸইтࣻਸҊߔೞݴഝزਸܻ݃ޖ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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ܜਸસоোաয়թಞৃܻ۩ݮୋࠗਬೠࠁইझ
ߒীܰۥযਃࠁইझܜחഓ۽թѹदযځܳפݠաঋҊࢎیҗ࠺۽
ബبೠѪਸঌѱغযਃ
दਬੋٜߑੋٜਸफয೮Ҋ җࠗܳݷदೞۈࢎחٜ݆ওযਃ
ӒۢীࠛبҳೞҊ ߑੋҗࠗੋܜԹԹೞѱਬ߬ٶੋٜۨীࢲب
दযפݠաয়ܳࢻ҂যਃݽٚੌٜਸঌѱࠁػইझܜחযۈࢎڃ
ߑ೧߉بঋҊनߒীࢲ݃Ԉਸસ۾بೲۅ೮যਃࡺ݅ইۄפ
ࠁইझܜחਸनधఌীୡೞৈоэ೧যਃ
ࠁইझܜחաয়ܳࢻӟѪীхزೞৈܜਸ୷ࠂೞݴഌܳ߬ಽযਃ
ೞաשೞաש֗ѱইоחٜয۰ਸ৻ݶೞঋਵदҊೞաש
ࢎۈਸా೧࠺৬ഌܳ߬ಽযࣁਃܻࠁبইझ৬ܜۢೞաੌשী
ॳਸ߉Ҋ ܜҗաয়ۢೞաשഌ৬୷ࠂਸ߉ইܻ־ӡ߄ۄਃ

☁ು⦹ʑ
2 ܻоೞաשԋযڌѱॳ߉Ҋաਃ ژೠೞաשযڃഌ৬
୷ࠂਸ߉ইܻ־Ҋաਃ
1SBZ ܻоبೞաש֗ѱইоѱ೧दҊ ೞաੌשীॳ߉ѱ
೧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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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ࢎઁझ߈ؘীѱޛѪࢎपয় 
 झ݈߈ؘೞࠗഋৈ۞࠙ ղ݈ਸٜযࠁभदয়ܻ
ઑ࢚ই࠳ۄೣೞۆীѢೞӝী ইࣗݫನఋইী
ਸٸী ҟೞաשԋࢲӒীѱաఋա࣊ࢲ݈ॹೞदӝܳ
 ց֎חҊೱҗୋਸځաࢲ য٣ٚղоदೞٶחਵ۽
оѢۄೞ࣑णפ
 ӒࢲېӒחтইࢎۈٜٶਸځաೞۆਵ۽оࢲ Ѣӝࢲ
ওणפӒইߡоલٍী ೞաשԋࢲӒܳೞۆীࢲ
Әৈ۞࠙ࢎٶחਵ۽ӝ࣑णפ
 Ӓ۞աೞաשԋࢲחৈӝীࢲਬਵޛ۽۰ࣚ߄݅ׯೠ
بٶӒীѱঋਵ࣑णפই࠳ۄೣীѱधহ بؘח
ೞաשԋࢲחӒ৬Ӓറٜࣚীѱٶਸࣗਬ۽दѷҊ
ডࣘೞ࣑णפ
 ӒܻҊೞաשԋࢲחই࠳ۄೣীѱۧѱ݈ॹೞ࣑णפ
֎റٜࣚ৻ҴٶীࢲաӒ֎оغযࢎߔ֙زউઙܳ
ೞҊ߉ܳਸѪ
 ژೞաשԋࢲ݈ॹೞदӝܳӒ۞աӒٜਸઙਵחܻࠗ۽Ӓ
ਸղоब౸ೞѷҊ ӒٍীӒٜࡅઉա৬ࢲ Ҕীࢲ
աܳߓೡѪೞ࣑णפ
 ӒܻҊೞաשԋࢲחই࠳ۄೣীѱೡ۹ডਸ࣑णפ
Ӓࢲېই࠳ۄೣਸձҊ ৈ٘ۨ૩חغզীӒীѱ
ೡ۹ܳ೯ೞҊ ঠғীѱژঠғৌفীѱ
ೡ۹ܳ೯ೞणפ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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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3절)
Ġ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ğ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5절)
Ġ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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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이 변론한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 중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께서 명령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
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르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삶을 살게
돼요. 매일 매일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또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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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Ӓٜ݈ਸٛҊѺ࠙೧ࢲ झ߈ؘীѱܳтও
 Ӓؘ۠झࢿ߈ؘ۸݅ೞৈೞטਸ פࠁೞաשҟ
ࠁҊ ࣻԋࢲೞաשয়ܲଃীࢲ҅नѪࠁ
 ӒࢲېӒࠁחभदয় ೞטৌ۰Ҋ ೞաשয়ܲଃী
ੋоࢲ҅नѪࠁੑפೞҊ݈ೞ
 ࢎۈٜӈ݄ܳҊ ܻࣗܳܰҊࢲ ੌઁझ߈ؘীѱ
׳۰ٜয 
 Ӓܳࢿ߄Ӵਵ۽Ցযղࢲ۽جଢ଼ૐੋٜ৩ਸߩযࢲ 
ࢎߊ֙חۄখীف
 ࢎۈٜझ߈ؘਸ۽جசٸী झ߈ؘࣻ שղഒਸ
߉ইभदয়ೞ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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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자 무엇이 보였나요? (55절)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2.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21절)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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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십시오"

스데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늘의 영광을 보며 평안할 수 있었
어요. 또한 그는 돌로 맞아 아픈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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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에요. 그를 통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스데반처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
와요. 하지만 그럴 때 겁먹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께로 눈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줄 기도 :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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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ࢎܻ݃ইࢿীղ۰оࢲ ࢎۈٜীѱӒܻझܳب
ࢶನೞ
 ݀࠽חܻޖ೯ೞחਸٛҊࠁ ࢲݶӒоೞ݈חী
ೠ݃ਵ۽ӈܳӝ
 ӒѪ ӈनٜ݆ܽࢎۈীѱࢲঈೠӈनٜܻࣗܳ
ܰࢲݶաщҊ ݆ೂ߽ജ৬গੋҊஜਸ
߉ওӝޙٸ
 ӒࢲېӒࢿীחӝࢄֈଢ଼
 Ӓࢿীदۈࢎחۄހ ؘחӒࣿ݃חਸࠗ۰ࢲ
ࢎܻ݃ইࢎۈٜਸ֥ۄѱೞ ݴझझ۽ੋੋޛೞח
ࢎۈ
 Ӓࢲېծࢎۈਵࠗ۽ఠ֫ࢎۈীܰӝөفݽ
ࢎۈঠ݈߄ܲ۽ೞաשਤೠמ۱ࣗਬ
ೞҊ݈ೞ ࢲݶӒܳۋٮ
 ࢎۈٜӒܳܲٮѪ য়ۖزউӒо݃ࣿ۽Ӓٜਸ
֥ۄѱ೮ӝޙٸ
 Ӓ۠݀࠽ؘೞաשաۄ৬ࣻӒܻझܴبীҙೠ
ӝࢂࣗधਸೞ פթաৈաӒ݈ਸҊࢲ
ࣁ۹ܳ߉ও
 दبހѱغҊ ࣁ۹ܳ߉ٍী೦࢚࠽݀ਸۄٮ
֝ ؘחӒ݀࠽חҗӝਸۄٮ೯ೞחѪਸ
ࠁۋ֥ࢲݶ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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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사마리아 성에 무엇이 넘쳤나요? (8절)
그 성에는 큰

⽖⽖⽖ 넘쳤다

2.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13절)
항상 빌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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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곳은 이방 도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이었어요. 그 곳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어요. 사람
들은 그의 마술에 속아 그를 따랐어요. 그러나 빌립의 전도로 시몬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빌립의 열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놀랍게 변화
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거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한줄 기도 :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과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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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Ӓؘ۠שୌࢎо࠽݀ীѱ݈ೞੌযաࢲթଃਵ۽
աইоࢲ ۬ܖীࢲоࢎ۽ղ۰оחӡ۽оѢۄӒӡ
ҟঠӡ
 ࠽݀ੌযաࢲоо ݃ஜী౭য়ೖইࢎۈೞաܳ݅լ
Ӓחী౭য়ೖইৈ৴рѱҊҙਵ ۽Ӓৈ৴ݽٚਸ
ҙܻೞחղदӒחߓೞ۞۬ܖী৳о 
 جইоחӡী݃ରীঊইࢲࢎঠӖਸ੍Ҋ

 ࢿ۸࠽݀ীѱ݈ॹೞ࣑оࢲ ݃ରী߄оࢲѢۄ
 ࠽݀׳۰оࢲ ӒࢎۈࢎঠӖਸ੍חѪਸ
ٛҊӘ੍ਵदחѪਸ೧ೞभפө ೞҊޛ
 Ӓоೞӝܳաܳبೞৈۈࢎחহਵ פղо
যڌѱӵ׳ਸࣻѷणפө ೞҊ ৢۄ৬ࢲӝ҄ী
ঊӝܳ࠽݀ীѱೞ
 Ӓо੍҃ࢿ؍ҳѪনبਵ۽Ց۰
оחѪҗэ ࢜ՙনణӫۈࢎחখীࢲਫ਼ਫ਼ೠѪҗ
э Ӓחੑਸৌঋও
 Ӓחҷਸೞ ࢲݶҕಣೠ౸ਸ߅ఎೞ
Ӓࢤٶݺীࢲࡐ҂ਵ־ פоӒࣁܳ
ঠӝೞۙ 
 ղदо࠽݀ীѱ݈ೞоৈӝࢲ݈ೠ
Ѫ־ҳܳفҊೠ݈ੑפө ӝܳفҊೠ݈
ੑפө ইۈࢎܲݶפਸفҊೠ݈ੑפө 
 ࠽݀ੑਸৌযࢲ ࢿ݈҃ॹীࢲࠗఠदೞৈ 
ࣻীҙೠӝࢂࣗधਸೞ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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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8절)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 글을 읽고 있었다.

2.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였나요? (35절)

⽖⽖⽖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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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나 있는 가사 길로 갔어요. 그 곳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성령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도록 명령하셨어요. 빌립은 그
명령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결국 그 내시는 빌립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해요. 빌립도 하나님께서 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지요. 그리고 그 순종은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또한 눈앞에 놓인
상황이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에요.

한줄 기도 :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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Ӓب۽٘߬חইࢲхৠীоفҊ ֎ݺਵ۽ૠ҃࠺߽֎ಁীѱݐѹࢲఃѱ
ೞਬਘաࢿߔ ݶٜখীӒܳՑযյࣘࣅ



ۧѱغযࢲ ߬٘۽охৠীсҊ ҮഥחӒܳਤೞৈೞաשԋрӝب
ೞ



ࢿߔܳ۽٘߬܃ٜখীՑযղӝ۽ೠӒզߎࢎ࣭فח۽٘߬ठী
ޘৈ ҵੋۈࢎفীࢲਫ਼ٜযҊ ޙখীחࣻԴٜхৠਸఃҊ




Ӓؘ۠цӝשୌࢎоաఋաҊ хߑীࡄജ࠺ୌࢎо߬٘۽
ҳܻܳࢲӵҊ݈ೞӝܳࡈܻੌযࢲۄೞӒ۞࣭ࢎठӒࣚف
ݾীࢲಽ۷



ୌࢎо߬٘۽ীѱڽܳڽҊ नਸनযۄೞҊ݈ೞ۽٘߬ פоӒ۽ೞ
ژୌࢎоӒীѱѮ৩ਸܰفҊ աܳۄٮয়ցۄೞ פ



߬٘۽охߑীࢲա৬ࢲ ୌࢎܳۄٮщח۽٘߬ୌࢎоೞੌחଵੋ
ܰݽҊ ӝоജ࢚ਸࠁҊחѪۄҊࢤпೞ



Ӓٜ૩ୡࣗ৬ل૩ୡࣗܳաࢲ दղా۽ೞޙ୍חীܰ۽ޙ פ
ৌ۷ӒࢲېӒٜ߄Ӵਵ۽ա৬ࢲ ѢܻܳೞալӒٸীцӝୌࢎо
ځաщ



Ӓٸীঠ߬٘۽оनաࢲ݈ೞઁঠଵਵ۽ঌѷשԋࢲש
ୌࢎܳࠁղ࣊ࢲ ࣚ܃ীࢲ ӒܻҊਬࢿߔԲݽٚݽীࢲ աܳѤ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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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FS)FSPEBSSFTUFE1FUFS IFQVUIJNJOQSJTPO1FUFSXBTQMBDFEVOEFSHVBSE)F
XBTXBUDIFECZGPVSHSPVQTPGGPVSTPMEJFSTFBDI)FSPEQMBOOFEUPQVU1FUFSPO
QVCMJDUSJBM*UXPVMEUBLFQMBDFBGUFSUIF1BTTPWFS'FBTU



4P1FUFSXBTLFQUJOQSJTPO#VUUIFDIVSDIQSBZFEIBSEUP(PEGPSIJN



*UXBTUIFOJHIUCFGPSF)FSPEXBTHPJOHUPCSJOHIJNUPUSJBM1FUFSXBTTMFFQJOH
CFUXFFOUXPTPMEJFST5XPDIBJOTIFMEIJNUIFSF-PPLPVUTTUPPEHVBSEBUUIF
FOUSBODF



4VEEFOMZBOBOHFMPGUIF-PSEBQQFBSFE"MJHIUTIPOFJOUIFQSJTPODFMM5IFBOHFM
TUSVDL1FUFSPOIJTTJEF1FUFSXPLFVQt2VJDLuUIFBOHFMTBJEt(FUVQu5IF
DIBJOTGFMMPGG1FUFSsTXSJTUT



5IFOUIFBOHFMTBJEUPIJN t1VUPOZPVSDMPUIFTBOETBOEBMTu1FUFSEJETPt1VUPO
ZPVSDPBU uUIFBOHFMUPMEIJNt'PMMPXNFu



1FUFSGPMMPXFEIJNPVUPGUIFQSJTPO#VUIFIBEOPJEFBUIBUXIBUUIFBOHFMXBT
EPJOHXBTSFBMMZIBQQFOJOH)FUIPVHIUIFXBTTFFJOHBWJTJPO



5IFZQBTTFEUIFGJSTUBOETFDPOEHVBSET5IFOUIFZDBNFUPUIFJSPOHBUFMFBEJOH
UPUIFDJUZ*UPQFOFEGPSUIFNCZJUTFMG5IFZXFOUUISPVHIJU5IFZXBMLFEUIF
MFOHUIPGPOFTUSFFU4VEEFOMZUIFBOHFMMFGU1FUFS



5IFO1FUFSSFBMJ[FEXIBUIBEIBQQFOFE)FTBJE t/PX*LOPXGPSTVSFUIBUUIF
-PSEIBTTFOUIJTBOHFM)FTFUNFGSFFGSPN)FSPEsTQPXFS)FTBWFENFGSPN
FWFSZUIJOHUIF+FXJTIQFPQMFXFSFIPQJOHXPVMEIBQQFOu

7PDBCVMBSZ
7JTJPOജ࢚
3FBMJ[Fӵײ
4FUGSFF೧ߑೞ

Ⅹ॒ᗭ֥ᇡ⊽ǍᬊƱᮂƱᰍ



0CTFSWBUJPO
8SJUFUIFNJTTJOHMFUUFST
1FUFSGPMMPXFEIJNPVUPGUIFQSJTPO#VUIFIBEOPJEFBUIBUXIBUUIF
BOHFMXBTEPJOHXBTSFBMMZIBQQFOJOH)FUIPVHIUIFXBTTFFJOHBW@@@@@
5IFO1FUFSS@@@@@@@XIBUIBEIBQQFOFE)FTBJE t/PX*LOPX
GPSTVSFUIBUUIF-PSEIBTTFOUIJTBOHFM)FT@@NFG@@@GSPN)FSPEsT
QPXFS)FTBWFENFGSPNFWFSZUIJOHUIF+FXJTIQFPQMFXFSFIPQJOHXPVME
IBQQFOu
*OUFSQSFUBUJPO
܃৴दӒܻझੋبٜ݆߅೧ܳ߉ওযਃӒחӒܻझੋبٜਸ
फযೞחਬੋٜ݃ਸࢎӝਤ೧Үഥܳ߅ೞח৴যਃӒחਃೠ
ഋઁঠҊࠁܳഋ೮Ҋ ߬٘ژ۽ೠನ೧ࢲৠীоفযਃӒܻҊחਬਘ
റী߬٘ܳ۽ഋೡ҅ദਸࣁਛযਃӒ۽٘߬חоݎبоޅೞѱৈ۞ݺ
ҵࢎٜীѱ߬٘۽хৠਸٚٚఃݺ۾ب۸೮যਃҮഥࢿبٜ߬٘ܳ۽
ਤ೧рӝب೮যਃഋೞӝզߎשୌࢎо߬٘۽ীѱաఋաӒܳ
ӵਛযਃӒࣚীࢲ࣭ࢎठਸߩӝҊ хৠޙਸৌযӒؘܻܳҊա৳ਃ߬٘ח۽
ীחनജ࢚ਸࠁҊҊࢤп೮যਃӒ۞աѾҴೞաשԋࢲनਸҳ
दெनѪਸӵ׳ও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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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MJDBUJPO
(PEsTQPXFSJTTUSPOHFSUIBOXFDBOJNBHJOF)FDBODIBOHFTJUVBUJPOT 
TBWFVTGSPNEJGGJDVMUJFTBOEIFMQVTXIFOXFBSFEFTQFSBUF"MMXFIBWF
UPEPJTQSBZ8IFOXFQSBZIBSEGPSPVSTFMWFTBOEPVSGSJFOET (PEMFBET
VT"MMLJOETPGEJGGJDVMUJFTUISFBUFOPVSDIVSDI OPUPOMZJOUIFUJNFXIFO
1FUFSXBTBMJWF CVUUPEBZBTXFMM5IFNFEJBGSBNFT$ISJTUJBOJUZ PVS
DVMUVSFDPOGVTFTPVSGBJUI BOENBOZQFPQMFBMMFHFUIBU(PEJTOPUBMJWF
4PXFDBOsUSFTUQSBZJOH8FBMXBZTIBWFUPCFBXBLFBOESFNFNCFSUP
BTL(PEUPMFBEPVSDIVSDIJOUIFSJHIUXBZ5IFO KVTUMJLF)FTBWFE1FUFS 
)FXJMMMPPLBGUFSPVSDIVSDI
ೞաמש۱ܻо࢚࢚ೞחѪ࢚ਵ۽ਤ೧ਃӒ࢚חടਸ߸ചदఆ
ࣻਵद ݴܻܳয۰ীࢲѤઉदӝبೞҊ ܻоपೡٸীبਸ
दࣁ࠙חਃܻо೧ঠೡੌӝبೞחѪࡺীਃܻоनҗҳ
ٜਸਤ೧ৌबӝبೡٸীೞաשԋࢲחܻܳੋبೞࣁਃ߬٘۽दࡺ
݅ই ۄפӘبҮഥחনೠ߅ী֢غযযਃ٣যחӝةҮܳݽೣ
ೞҊ ޙചחܻਸൔٜҊ݆ࢎۈٜೞաשই҅दঋҊ
ঠӝ೧ਃӒࢲېܻחӝبೞੌחਸ୶ݥযࢲחউظਃઁաӵযࢲ 
ೞաשԋࢲܻҮഥܳৢ߄ܲߑೱਵبੋ۽೧दӝܳҳ೧ঠ೧ਃӒۧѱ
ೡٸী ೞաשԋࢲ߄חਸਤਵࠗ۽ఠҳ೧ղनѪܻۢҮഥܳࠁج
ইपѢীਃ
-FUsTNFNPSJ[F
-FUsTNFNPSJ[F"DUT /*37
ࢎب೯ਸ৻ਕࠁ۾ب೧ਃ

5IFO1FUFSSFBMJ[FEXIBUIBEIBQQFOFE)FTBJE t/PX*LOPXGPSTVSF
UIBUUIF-PSEIBTTFOUIJTBOHFM)FTFUNFGSFFGSPN)FSPEsTQPXFS)F
TBWFENFGSPNFWFSZUIJOHUIF+FXJTIQFPQMFXFSFIPQJOHXPVMEIBQQFOu
"DU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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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ܜ
ղѱযځܳפݠաݴযܰٮܳפݠ݈Ҋجইоۄ
ъӂೞ݃২ࣗࢲযפݠԋࢲоदחҔী
աبоҊযפݠԋࢲޖݠदחҔীࢲաޛݠبѷա
যࢿߔפݠաߔࢿغҊ
যפݠೞաשաೞաغשदܻפ
mܜ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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ᖬṙᵝ
àઁܜӝ
àঐ࣠ҳtৈഐ৬ԋࢲই҅बਸفҊࣁݚೞ֢פղоӝসܳޖ଼ਸ
֎ѱ೯ೞܻۄu≍ܜӝೞ߈
àࢿ҃ঠӝࠁইझ࠺≍ܜӝ
àয়טನੋ
ࢶೠ݃ਸоҊয۰ਓীѱ࠺ܳ߬ಽযਃ

݈ॹա ׃ޙਵ۽ҳٜҗష೧ࠁࣁਃ
ₖ աয়оܜীѱ־ҳఋ݃ਸইоۄҊ೮աਃ  

ₗ ܜࠁইझܳۄޖҊࠛۥաਃ  

⇣ ࠁইझܜחীѱۄޖҊࠛۥաਃ  

⇤ ࠁইझܜחীѱযڃডࣘਸೞաਃ  

⇥ ܻоਓীѱযࢶڃ೯ਸ߬ಽҊ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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ࠁইझ߬חٜۨীևٶਸоࠗযਃӒܻҊਓҗઙٜীѱڷٮೠ
ਸ߬ಽݴन଼ਸೞۈࢎחযਃӒ۠ࠁইझߑחৈੋܜীѱ
بغযযਃࠁইझߑחաۄীࢲഓ۽दযݽܳפݠदҊয۵ѱ
Ҋࢎܜחਸ೧೧ܜࢲݶनߒীࢲਸࣻب۾ب
৬যਃറীܜࠁইझبਸೠߣ؊߉ѱغযਃदীחӝসܴޖ
ۄҊೞחೂࣘযਃӝসܴޖਵࠁ۽ইझनীѱয࢚ࠁڃয়ঋ
ীبӝԁࢶೠ݃ਸоҊदೠߣ؊ܜীѱ࠺ܳ߬ಽযਃ
ࠁইझחनоѪਸӝԁթীѱ߬ಽযبࢲݶਃ೮ܜ؍ীѱب
ࢶೠ݃ਵ۽࠺ܳ߬ಽযਃܻ߸ীببਃೠਓযਃࠁইझо
ܜীѱनѪਸա־যҊ࠺ܳ߬Ѫܻۢҳٜࢶبೠ݃ਵ۽
য۰ਓীѱ࠺ܳ߬ಹחҳٜغӝܳ߄ۄਃ

☁ು⦹ʑ
2 ܻоೞաשԋযڌѱࣽઙೞҊաਃ
1SBZ ೞաשԋࣽઙೣਵࠂ۽ਸ߉חоغѱ೧ࣁਃ
ӝসܴޖооՐযঋѱذӝਤೠਯߨਵ۽ഋઁоࣚহલਵݶо
оөഋઁоલഋઁইղ৬Ѿഒೞৈইٜਸձইযલഋઁ ႚ ܳѱ
ೞѢա न оөୋоդೞৈ౹ইߡܽٶਸदইח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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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ࢎৈઁשٜਸਤഈೞ ࢲݶӝܳڽҊ
Ӓࢎઁחীѱоࢲ
 ݃झझীחৈ۞ഥਵࠁ۽ղחಞܳॄۄ׳Ҋೞ
ӒחӒrبsܳۈࢎחթաৈաоܻঋҊ ׯ۽ח
ޘযࢲ ۬ܖਵ۽ՑҊয়۰חѪ
 ࢎӡਸоо ݃झझоөীܰۥਸٸী цӝ
ೞטীࢲജೠࡄӒܳ୶࠺۞ل
 ӒٶחীিযӒܻҊӒחtࢎই ࢎই ֎о৵աܳ
߅ೞוջ uೞࢿחਸٜ
 ӒࢲېӒоt־ שҳभפө uೞҊޛਵ פtա֎חо
߅ೞחࣻ
 ੌযաࢲ ࢿউਵ۽ٜযоѢ֎ۄо೧ঠೡੌਸੌ۞
ࢎۈਸѪtೞࢿחٜ۰৳
ࢤۚ
 Ӓؘ۠݃झझীחইաפইઁחۄоשԋࢲ
ജ࢚оࢲؘtইաפইঠuೞҊࠗܰद פইաפইоt ש
ৈӝणפuೞҊೞ
 שԋࢲইաפইীѱ݈ॹೞ࣑tੌযաࢲrҍӡsۄ
ࠗܰחѢܻ۽оࢲ ਬীࢲࢎۈࢎࣗחۄਸ
ইۄӒחӘӝبೞҊ
ࢤۚ
 שԋࢲӒীѱ݈ॹೞ࣑tоѢ ۄӒחղܴਸߑ
ࢎۈٜҗӘٜҗझৃۄٜࣚখীоҊт ղоఖೠ
ղӒܶ
 Ӓоղܴਸਤೞৈ݃ա݆Ҋդਸ߉ইঠೡܳ ղо
Ӓীѱࠁৈ۰Ҋೠğ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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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냐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6절)
“ ⋯네가

⽖⽖ ⽖⽖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2.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5절)

⽖⽖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이다.⋯”

“ ⋯가거라, 그는 내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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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은 앞이 깜깜
해지고 두려웠어요. 음성은 자신을 예수라고 하며 성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기다리라고 하였어요. 후에 주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 사울의 먼 눈을 고쳐주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지 알았기에 왜 그래야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요. 또한 눈 먼 사울을 고쳐준 아나니아
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 되어요. 변화된
사울이 평생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듯,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줄 기도 :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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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ѢӝࢲӒח౹֙زউաೂ߽ਵ۽ܻী־ਕ
חগפইۈࢎחۄਸ݅լ
 ߬٘۽оӒীѱtগפইৈ ࣻӒܻझبԋࢲӒܳ
Ҋभੌפযաࢲ ܻܳتೞदয়uೞҊ݈ೞ פ
Ӓחҍੌযլ
 ܜ৬ ࢥۿী ࢎݽ חٚ ࢎ ۈӒܳ ࠁҊ שԋ۽
جই৳
 Ӓؘ۠ਈ߄ীחۄ࠺ৈઁоӒܴ
Ӓܻझ݈ߣ۽ೞܰبݶоੋ ؘৈחೠੌҗ
ҳઁࢎসਸ݆ೞۈࢎח
 Ӓ ޖ۵ী  ৈо ߽ ٜযࢲ લ Ӓۈࢎ ࢲې
ٜӒदनਸঅѹࢲߑۅীف
 חܜਈ߄ীࢲоөҔઁٜ߬٘۽оܜী
݈חਸٛҊ ۈࢎفਸӒীѱࠁ۽ղࢲ ೞ݈Ҋ
৬ۄ׳Ҋрೞ
 Ӓੌח۽٘߬ࢲېযաࢲ बܴࠗԴҗೣԋщ۽٘߬о
ӒҔীܰۈࢎ פٜӒܳߑۅਵؘܻ۽Ҋৢۄщ
җٜࠗ҄۽٘߬فݽীࢲࢲܰب ݴооӒٜҗ
ೣԋյٸীٜ݅যࣘك৩җѮ৩ਸղࠁৈ
 ߬٘ݽח۽ٚࢎۈਸ߄Ӵਵ۽ղࠁղҊաࢲ ܺޖਸ
ԶҊ ӝ ܳبೞ ӒܻҊ दन ଃਵރ ۽ਸ ج۰ࢲ 
t࠺ৈ  ੌযաदয়u ೞҊ ݈ೞ Ӓ ৈ׀ ח
ਸࠁܳ۽٘߬ ࢲځҊ ੌযաࢲঊও
 ߬٘۽о ࣚਸ ղযࢲ  Ӓ ৈ ܳ ੌਵெ ࣁਛ
ӒܻҊࢿبٜҗҗٜࠗਸࠛ۞ࢲ Ӓৈоইਸ
ࠁৈ
 Ӓੌৡਈ߄ীঌ۰݆ פࢎۈשਸѱغ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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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드로는 누구를 고쳐주고 누구를 살려내었나요? (34, 40절)

ㅇㄴㅇ,ㄷㅂㄷ
2. 고침을 받은 애니아와 다비다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41절)
“⋯많은 사람이 주님을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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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베드로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만나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고침받은 애니아를
보고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일을 들은 욥바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_Q\P
ឰⷬ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과 욥바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었기에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대하며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주시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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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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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զٜӡਸооਈաীоөܰۥਸٸী ߬٘ח۽
ӝبೞ۰Ҋࠡਵۄৢ۽щחٸয়ତ
 ӒߓחоҊࢲ ޖਸખݡਵݶೞࢤחпٜۈ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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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ਸ݅ೞزחউী ߬٘ח۽ടഓ҃ীࡅઉٜযщ
 Ӓ חೞטৌܻҊ ࠁӝэӒܶ֎ӈоՏী
׳ݒ۰ࢲٶਵܻ٘۽ਕઉղ۰য়חѪਸࠁও
 Ӓউীחৡы֎ߊथٜҗٶীӝযחפѪٜҗҕ
ٜ࢜ҎҊܖٜয
 Ӓٸীt߬٘۽ঠ ੌযաࢲইݡযۄuೞࢿחٜ۰৳ٮ
 ߬٘۽оೞt۽ שӒۡࣻহणפաח
ࣘغҊࠗೠѪೠߣݡبੌহणפu
 Ӓۗ؊ߣفפ㯮ࢿ۽दٜ۰৳tೞաשԋࢲӵՖ
ೞѱೞनѪਸࣘغҊೞ݈ইۄu
 ۠ੌࣁߣٍী ӒӒܶцӝೞ۽טٜ۰ࢲৢۄ
щ
 ߬٘۽о ӝоࠄജ࢚ޖटੌڷөೞࣘ ࢲݶਵ۽
যܻوೞҊ݃ ؘחஜҊ֑ܐоࠁմࢎۈٜदހ
ਸইࢲ ޙখীоࢾ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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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14절)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되고 ⽖⽖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2. 먹으라고 명령한 것을 거절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5절)
“⋯하나님께서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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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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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신 것을 ⽖되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던 베드로는 그곳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어요. 그릇 속에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릇과 함께 그 속의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이 들렸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들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의심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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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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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ೞӝܳrҊ֑ܐঠ ೞաשԋࢲ֎ӝܳبٜਵदҊ ֎ࢶ
೯ਤܳӝরೞҊ҅न
 ਈ߄ۈࢎ۽ਸࠁղয ߬٘ۄ۽Ҋبೞחदހਸࠛ۞য়ցۄ
Ӓ߄חоীفޖחदހীޗҊsೞणפ
 Ӓࢲېաחҍनীѱࢎۈਸࠁչ؍ѪੑפӒؘ۠ۧѱ৬
द פҊणפӘܻחשԋࢲनীѱदೞनݽٚ
݈ॹਸٜਵ۰Ҋ эೞաשখীݽৈणפt
 ߬٘۽оੑਸৌয݈ೞtաחଵਵ ۽ೞաשԋࢲח
ࢎۈਸ৻۽ݽоܻইפೞद࠙חदҊ
 ೞաשਸف۰ਕೞܳ ݴ೯ೞۈࢎחӒоযוী
ࣘೞৈٚ ߉ইनחѪਸӵ׳ওणפu
ࢤۚ
 ࣻܳفҊݽٚоૐೞӝܳ Ӓܳۈࢎח
־ҳٚӒܴਵ۽દࢎೣਸ߉חҊೞणפt
 ߬٘۽о݈۠ਸೞҊਸٸী Ӓ݈ਸٛݽחٚࢎۈ
ীѱࢿ۸ղܻ࣑
 ೡ۹ܳ߉ࢎۈٜоࢲؘѱۈࢎػਵ۽٘߬ࢲ۽৬
ೣԋৡࢎۈٜ ߑࢎۈٜীѱࢿب۸ਸࢶࠗ۽ޛয
नࢎपী֥ۋ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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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였나요? (34-35절)

⽖⽖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하며, ⽖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2.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렸나요? (44절)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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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부르
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이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들려주시거나 보여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기대하며 겸손한 마음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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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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ղѱযځܳפݠաݴযܰٮܳפݠ݈Ҋجইоۄ
ъӂೞ݃২ࣗࢲযפݠԋࢲоदחҔী
աبоҊযפݠԋࢲޖݠदחҔীࢲաޛݠبѷա
যࢿߔפݠաߔࢿغҊ
যפݠೞաשաೞաغשदܻפ
mܜ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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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ܜӝ
àঐ࣠ҳtীࠁইझоܜਸݏೞৈইղ۽ҊӒীѱٜযщ؊פৈഐ৬ԋࢲ
Ӓীѱनೞѱೞद۽Ӓоইٜਸձۄৈੋٜաয়ীѱܰغଲ࣠ೡ
۽ৈഐ৬ԋࢲয়֎טѱӝসܳޖоহѱೞইפೞ࣑بইܴ
झৃۄীਬݺೞѱغӝܳਗೞ֢ۄu≍ܜӝ
àࢿ҃ঠӝഥࠂೞदחೞաܜ≍שӝ
àয়טನੋয۰࢚ടীبೞաשԋࢲחөܻܳࠁجद ݴഥࠂೞࣁਃ

݈ॹա ׃ޙਵ۽ҳٜҗష೧ࠁࣁਃ
˝ ܜन೮ਸ ٸৈੋٜաয়ীѱযࠂ୷۽݈ڃ೮աਃ  
˞ ৈੋٜաয়ীѱܜܻוݴਸۄޤҊࠗܰաਃ  
˟ ܜձইٜܴੋޖоਃ ӒܻҊӒইחറী־ҳೡইߡо
غաਃ  

Үਭഝزtझషܻభ݂ܜӝঠӝu
ળ࠺ޛmࢿ଼҃
⇡ оٜীѱয়טझషܻభ݂ਸ೧ࠁѷҊ೧ࣁਃ
झషܻభ݂ ۆrঠӝೞӝsڷਵ۽оঠӝѐܳࢎޑೞחѪਸ
݈ܰח
⇢ ҳٜझझ۽ਘೠز׳উߓܜঠӝܳоٜীѱझషܻభ݂ਵ۽
ܻ೧ࢲٜ۰ܜݴӝঠӝܻܳೞҊ ೞաॹ݈ש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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ܜࠁইझীѱલթಞৃܻܴ۩ݮਵ۽ӝসਸغۈࢎחܰޖযۄ׳
Ҋࠗఌ೧ਃ  ܜӝসਸחܲޖѪܜҗѾഒೞৈইܳձਵݶনਭب೧
ঠೞҊ ৃܻܴ۩ݮਵ۽ӝসթ۾ب೧ঠೠڷחীਃооөୋ
नীࣚ೧оࢤӡөࠊӝসਸܰޖঋѷҊ೧ਃӝഥܳѱࠁػইझ
۩ݮܻৃחӝসਸܰޖѱظਃѢӝࢿߔ؍ٜҗ۽ٜࠁইझܳ୷ࠂ೧ਃۧ
ѱܜҗࠁইझחѾഒೞѱغҊ ೞաࠂ୷שਵ۽ইٜয়߳ਸձѱظਃয়߳ਪ৴
ೡইߡীਃ
ݽৈੋܜթಞલҊझٶৃۄਵ۽दযۄٮܳפݠ৬൨ٚदрਸࠁչ
যਃоبҳبহחҔীࢲ৻܂Ҋ൨ٜਸѢਃӒۢীܜبӝաۄীࢲ
ಞೞѱࢎחѪਸನӝೞҊ ഥࠂೞपೞաשਸযਃӒѾҗਪೡইߡੋ
য়߳ਸձѱࠂ୷חغਸ߉ѱغযਃਪ҅ࠁীࢲࣻӒܻझبԋࢲաѱغӝ
ޙٸীয়߳ਸձܜೞաש୷ࠂਸ߉Ѫਃ
ܻחীয۰ਸ ٸೞաשԋࢲܻ৬ೣԋೞदঋחҊࢤпೡٸо
݆ইਃೞաשޤೞҊ҅दջҊਗݎೞݴਸߡܾبٸযਃೞܻ݅ח
ܜӝ݈ॹਸా೧ೞաשܻ࢚ടҗജ҃ীҙ҅হઁաੌೞҊ҅नחѪ
ਸߓਛযਃয۰࢚ടীࢲبೞաשԋࢲחөܻܳࠁجद ݴഥࠂೞनח
ࢎपਸӝরೞӡ߄ۄਃ

☁ು⦹ʑ
2 ܻоೞաשখীഥࠂਸਤ೧ӝب೧ঠೞݾઁחੋޖоਃ

1SBZ ܻоഥࠂೞदחೞաשਸҊ য۰ࣁ࢚ࣘীࢲبथܻೞݴ
ইоѱ೧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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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ࢎبٜҗਬীחनبٜ ߑࢎۈٜبೞաॹ݈ש
ਸ߉ইٜࣗחधਸٜ
 Ӓ۽٘߬ࢲېо۬ܖীৢۄ৳ਸٸী ೡ۹ܳ߉ࢎۈٜ
 नೡ۹ܳ߉ঋࢎۈٜীٜযоࢲ Ӓٜҗೣԋ
धਸݡࢎۈয়ೞҊӒܳաۋޖ
 ী߬٘۽оӒࢎীੌযդੌਸର۹۽Ӓٜীѱࢸݺ
ೞ
 ղоਈ߄ࢿীࢲӝܳبೞҊणפӒٸীաחടഓ҃
оࢲؘജ࢚ਸࠁও ؘחࠁӝ৬эӒܶ ֎ӈо
Տী׳ݒ۰ࢲೞטীࢲܻ٘ਕઉղ۰ࢲղখীө৳णפ
 Ӓউਸࣁٜৈٶ פࠁਤ֎ߊथٜҗٜथٜҗ
ӝযחפѪٜҗҕٜ࢜णפ
 ӒܻҊ߬٘۽ঠ ੌযաࢲইݡযۄೞࢿחղѱٜ۰
৳णפ
 Ӓࢲېաח۽ שӒۡࣻহणפաػࣘחѪա 
ѾೞঋѪਸݡੌহणפೞҊ݈ೞणפ
 Ӓۗ؊פೞաשԋࢲӵՖೞѱೞनѪਸࣘغҊೞ݈ইۄ
ೞߣفࢿח૩۽ೞטীࢲٜ۰৳णפ
ۚ 
 Ӓٸীաחਃೠࣁ۽ޛ۹ܳ݅ ց൞ࢿח۸ਵ۽
ࣁ۹ܳ߉ਸѪೞनࢤॹ݈שпլणפ
 Ӓ۞۽ೞաשԋࢲ חܻоࣻӒܻझܳبਸٸী
ܻীѱनѪҗэࢶޛਸӒٜীѱ࣑ ؘחղо־
ҳӝীхೞաשਸѢೡࣻѷणפө 
 ݈ਸٛҊӒٜਫ਼ਫ਼ೞӒٜೞաשԋҟਸج
ܻҊઁೞաשԋࢲۈࢎߑ חٜীѱبഥѐೞৈࢤݺী
ܰחӡਸৌয࣑ೞҊ݈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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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9절)

⽖⽖⽖께서 ⽖⽖하게 하신 것을 ⽖⽖⽖고

“...

하지 말아라...”
2.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려던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난 후 했던 고백은? (18절)

⽖⽖ 사람들에게도 ⽖⽖하여
⽖⽖에 이르는 ⽖을 열어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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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방인과 식사한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도 그와 같은
특권의식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도 이전에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들은 다른 초대교인 유대인들도 동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와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초대 교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저와 우리 가족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도 오늘 말씀에 도전
받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세요.

한줄 기도 : 복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데 힘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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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झ߈ؘীѱо೧߅೧ޙٸী൝যࢎۈٜಕפఃই৬
ః۽झ৬উ٣ৠөоࢲ ਬۈࢎٜীѱ݈݅ॹਸೞ
 Ӓؘ۠Ӓٜоחؘః۽झࢎۈҗҳۨ֎ࢎݻۈ
 ؘחӒٜউ٣ৠীܰ۞ࢲ Ӓܻझࢎۈٜীѱ݈بਸೞৈ
ࣻܳೞ
 ࣚשӒٜҗೣԋೞद݆ࣻ פࢎۈҊשԋ۽
جই৳
 ۬ܖҮഥоࣗधਸٛҊࢲ ߄ա߄ܳউ٣ৠਵࠁ۽չ
 ߄ա߄ооࢲ ೞաשഌоղܽѪਸࠁҊӝೞҊ 
ݽٚࢎۈীѱҶࣃ݃ਵ۽שਸೞۄҊӂೞ
 ߄ա߄חೠࢎۈਃ ࢿ۸җ݅ೠࢎۈ
Ӓ݆ࢲېࢎۈשԋ۽աই৳
 ߄ա߄ࢎחਸਵ۰Ҋ۽ࣗоࢲ 
 Ӓܳ݅աউ٣ৠਵؘ۽۰৳ۈࢎفੌ֙زউҍ
Ѣӝী ࢲݶޛݠҮഥীࢲݽਸоҊ ݆ࢎۈਸоܰଢ଼
ઁٜউ٣ৠীࢲਵ۽ӒܻझۄੋبҊܻࠛ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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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21절)

⽖⽖⽖이 그들과 ⽖⽖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 주님께로 돌아왔다.”

“

2.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24절)

⽖⽖사람이요, ⽖⽖과 ⽖⽖이
⽖⽖⽖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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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순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
여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은 그
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지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힘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진짜 크리스천”이라
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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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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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ࢿߔܳ۽٘߬܃ٜখীՑযղӝ۽ೠӒզߎ߬
٘ࢎ࣭فח۽ठীޘৈ ҵੋۈࢎفীࢲਫ਼ٜযҊ ޙখ
ীחࣻԴٜхৠਸఃҊ
Ӓؘ۠цӝשୌࢎоաఋաҊ хߑীࡄജ࠺
ୌࢎо߬٘۽ҳܻܳࢲӵҊ݈ೞӝܳࡈܻੌয
ࢲۄೞӒ۞࣭ࢎठӒݾࣚفীࢲಽ۷
ୌࢎо߬٘۽ীѱڽܳڽҊ नਸनযۄೞҊ݈ೞ۽٘߬ פоӒ
۽ೞژୌࢎоӒীѱѮ৩ਸܰفҊ աܳۄٮয়ցۄೞ פ
߬٘۽охߑীࢲա৬ࢲ ୌࢎܳۄٮщח۽٘߬ୌࢎоೞח
ੌଵੋܰݽҊ ӝоജ࢚ਸࠁҊחѪۄҊࢤпೞ
Ӓٜ૩ୡࣗ৬ل૩ୡࣗܳաࢲ दղా۽ೞޙ୍חীܰ פ
۽ޙৌ۷ӒࢲېӒٜ߄Ӵਵ۽ա৬ࢲ Ѣܻܳೞալ
Ӓٸীцӝୌࢎоځաщ
ࢤۚ
܃࢛࢛ইࠁওਵա ߬٘ܳ۽ޅೞҊ ҃࠺߽ٜਸ
ޙୡೠٍী ݺ۸ਸղ۰ࢲӒٜਸࢎഋীೞӒ۠ী 
܃ਬځܳաоࢎۙ۽ղ۰оࢲ Ѣӝীࢲೠزউչ
Ӓ۠۽فؘ৬दۈࢎتٜ܃ীѱބद֢ৈਸࢎҊ
ӒࢲېӒٜڷਸݽইࢲ ৴ਸইщӒٜ৴ஜपदઙ
࠶ۄझࢸܳبٙೞৈ Ӓܳా೧ࢲ܃ীѱചಣਸ
ೞӒٜߑ৴షীࢲधਸҕә߉Ҋ
ਵۧ ۽ѱೡࣻ߆ীহ
ػզী ܃ਊನܳѦੑҊ 
৴ઝীઝೞৈӒٜীѱোࢸೞ
Ӓٸীҵनܻܻࣗࣗۈࢎоইפ
ೞҊ৻ଢ଼
Ӓ۞द۽שୌࢎо܃ਸղܻଢ଼
܃ೞաשԋҟਸܻجঋওӝޙٸ
ӒۨߥחীѱݡഃࢲલҊ݈ও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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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드로는 주의 사자(천사)에 이끌려 어디에서 탈출하게 되었나요? (6-10절)

ㄱ

ㅇ

2.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헤롯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3절)

ㅂ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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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먹혀

ㅈ ㅇ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사자(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감옥에서 탈출하는 환상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감옥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된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둔 헤롯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23절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자의 죄악의 당연한 결과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을 저지르면 저주를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며,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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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
߄ա߄৬ࢎ ࢿ۸оۄҊࠁղद ۽पܖӝই۽ղ۰
оࢲ ѢӝীࢲߓܳఋҊః۽झ۽Ѥցщ
Ӓٜۄীܰ۞ࢲ ਬۈࢎৈ۞ഥীࢲೞաש
݈ॹਸೞӒٜਃೠژبೠઑؘܻࣻ۽Ҋ
Ӓٜৡࢻਸо۽۞߄ࠁীܰۥѢӝࢲӒٜযڃ
݃ࣿࢎܳ݅լ ؘחӒחѢਵ߄ݴࣻۄҊೞח
ਬੋ
Ӓח୨ࢲةӝয়߄ਸ҄טীࢲݽदۈࢎח୨ة
୨ݺೠࢎۈযࢲ ߄ա߄৬ࢎਸ೧ࢲ ೞաॹ݈ש
ਸٛҊೞ
Ӓؘܴ۠ਸৃۄ݃ܖҊߣ೧ࢲࠗܰӝبೞחӒ݃ࣿࢎо
Ӓٜਸߑ೧ೞৈ ୨ةਵ۽ೞৈӘޅೞѱೞ۰Ҋগܳो
Ӓ߄ࢲېۄҊبೞࢎחࢿ۸ਵ݅۽ೞৈ݃ࣿࢎܳ
֢۰ࠁҊ݈ೞ
ց ࣘࣻ৬ঈ೯ਵ۽оٙଲঈ݃धইݽٚਗࣻঠ
ցחܲ߄שӡਸҼѱೞחਸӒޅೞѷוջ 
ࠁইઁ ۄࣚשցܳղܻசѪݣ׀ פযࢲ݃
زউ೭ࡄਸࠁޅೡѪӒ۞ҍউѐ৬যمӒܳ
ղܻؗযࢲ Ӓחখਸ؊ٞਵࣚ ࢲݶਸইӝܳՑয
ࢎۈਸও
୨ةӒੌযդੌਸࠁҊשਸѱغҊ שҮളী
Өхݺਸ߉ও
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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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의 이름은? (6절)

⽖⽖⽖
2.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바예수(엘루마)를 저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11절)

⽖⽖이 됨
_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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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실루기아와 구브로와 살라미를 거쳐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바예수(엘루마)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성령 충만해진 가운
데 하나님의 저주를 전했고,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 버렸어요.

사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능력까지도 주시지요. 반대로 바예
수라는 거짓선지자인 마술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
씀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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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ṙᵝ

 ਫ਼ٜযחҳ౹ܻܳоߺѱ݃ࢎೞݴӵਕࣁਃ
 ҳоযبוਫ਼ীࢲӵҊաॹ݈ݶਸ੍যࣁਃ
 ݈ॹਸ੍ٍ ҳܳನӔೞѱউইݴঠӝ೧ࣁਃ

݈ॹߣ࢜ _ࢲ݃۽
 ഋઁݒৈ۞࠙ Ӓ۞۽աחೞաש࠺ೞबਸ൨ੑযৈ۞࠙ীѱ
ӂפৈ۞࠙ރਸೞաשԋࢲӝೞपѢܗೠઁܻ٘۽ޛभदয়
Ѫৈ۞ܾ࠙٘ೠߓੑפ
 ৈ۞࠙दೂઑܳࠄ߉݈Ҋ ݃ਸ࢜܂ѱೣਵ߸۽ചܳ߉ইࢲ 
ೞաࢶשೞदҊӝೞदҊ৮ೞनੋޖڷܳ࠙߹ೞ۾بೞभदয়
ࢎیೞח00ই ঠ ੜ פ
ਫ਼زחউܻܳெनೞաשԋхࢎೣਵ۽ೞܳܖदೞয়טೞաש
݈ॹܻ00  оࢿ҃Үܳా೧ࢲߓ݈ॹۆӝরա פঌѱܰݽѱ
ࣁ࢚ৈ۞о֥৬ޙചࣘীೞաשӝೞदঋחѪٜଵ݆ױ
য়טܻ00  оࠁҊ ٛҊ וՙѱؼৈ۞о٣যࣘীܻо࠙߹೧ঠ
ೡѪ݆ই00ই ঠ ೞաࢶשೞदҊӝೞदҊৡೞनੋޖڷ
࠙߹ೞחೞࠁܳܖղষ݃ইࡅחܻ00  оೞաשԋࢲӝೞदחѪ
ੋޖ फযೞदחѪੋޖࢤп೧ࠁҊ೯زೞݶજѷযয়טೞܳܖೞաש
ԋࢲӝೞदחߓ۽ৡೞѱܾ٘ࣻ эӝبೞ
ೞաשয়بטੜҊੌযա࢜ইஜਸݏѱ೧दפхࢎ೧ਃࣁ࢚ীח
ೞաשӝೞदחѪҗӒۧঋѪلযਃয়טܻоೞח
٣যܳా೧݅աѱחغѪٜ ঈೠ݃ਸಿѱೞחѪਸؘࣻח
࠙߹ೞѱ೧ࣁਃೞաשӝೞदחѪਸࢶఖೞחഌ۽00  оغѱ
೧ࣁਃয়טೞبܖܻ00  ݃ਸ࢜܂ѱೣਵ߸۽ചܳ߉ইೞաש
ࢶೞदҊӝೞदҊ৮ೞनੋޖڷ࠙߹ೡࣻب۾ب৬ࣁਃܻ
00  ݃җࢤпਸఃदחܴࣻשਵ۽ӝפ݀٘بই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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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оਫ਼ਸೞӝীрױೠझۨடਸೣԋ೧ࣁਃ
ҳীѱয়טೞܖযੌڃٜחޛযࠊࣁਃ
ܻী־ਕࢲ ҳীѱ݈ॹਸ੍যࣁਃ
ҳܳԙউইݴӝب೧ࣁਃ

ଲনੋೞन য֢ੋ

ੋೞनӒࢎیղࢤࠁݺաਵݴ
ਤ۽ೞदחࣚӡղࠁޛ׀ӈೞ
߸ೣহחоղӔबࠁоӰҊ
שൗܻनӒࠁആղ࢚ࠁೞ
ѾҴղשҗೣԋࢎחѪաਗೠࣗਗ
ইܴউীࢎחѪաਗೠӝࢄ

ࢎیೞחೞաש
য়טೞبܖ00  ܳெ࣊ࢲхࢎ٘۰ਃ
য়ט੍ٜଲনоࢎۢ ೞաੋשೞनࢎیցޖաبࢎחपী
хࢎ೧ਃژೠઁաܻ00  ܳഒفঋਵदҊ ਤ۽೧࣊ࢲхࢎ೧ਃ
ઁաೣԋೞदחೞաשਸӝরೞݴೞաשਸҊೞח00  оغѱ
೧ࣁਃࣻשभоࢎیਸӝরೞ ݴೞաשҗز೯ೞӝܳਗ೧ਃೞաשҗ
ೣԋࢎחѪо೯ࠂೠחۄѪਸইחܻ00  оغѱ೧ࣁਃ
ઁܻ00  оਫ਼ܻীٜযਃਫ਼زחউبೞաשҗೣԋೡࣻب۾ب৬
दҊރҗ݃؊ۄաغߎחѱ೧ࣁਃಣউೠߎ ܻ00  ৬
ೣԋೞपܴࣻשਵ۽ӝפ݀٘بই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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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ӝ

PLAY

1. 위, 아래 그림에서 서로 다른 그림 8군데를 찾으세요.
2. 찾아서 동그라미를 표시해보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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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ச ೞ ӝ
1. 그림 속 숫자를 따라가며 1번부터 점선을 이어 보아요.
2. 완성된 그림 속 얼굴을 그려 주어요.
3. 전부 완성했다면 색칠해 보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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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ℒṟᵣ
ࢿṟᵣ
ᖲṟᵣ
֞ṟᵣ
ᖖṟᵣ
 Ⅹ॒ᗭ֥ᇡ⊽ǍᬊƱᮂƱᰍ







ୡ١ࠗ

ୡ١ࠗ

ӣ߽ਮ

߅दো

ୡ١ࠗ

ࠗ
ୡ ١

Ѥ
ъ
ୡ١ࠗ

ӣࢶഐ
ࣗ֙

ࠗ

ҳٜ
ਤ٘ನ 
ష
݆ࠁ
ղࣁ
ਃ_

ठ
Ⅹऽᗭ֥ᇡ⊽ǍᬊƱᮂƱᰍ 

 Ⅹ॒ᗭ֥ᇡ⊽ǍᬊƱᮂƱᰍ

ㆁἅ㒥㎩ 

㈡⭚㎺ᣝ㸩㐽

Ⅹ॒ᗭ֥ᇡ⊽ǍᬊƱᮂƱᰍ 

 Ⅹ॒ᗭ֥ᇡ⊽ǍᬊƱᮂƱ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