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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8:1-3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
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2.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3.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도행전Acts 8:4-8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5.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6.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7.그것은, 귀신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
기 때문이다.

8.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도행전Acts 8:9–13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
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10.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11.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12.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13.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도행전Acts 8:13  13.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13 Even Simon himself believed, and after being baptized he continued with Philip. And seeing signs and great miracles 
performed, he was amazed.

사도행전Acts 8:14-17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15.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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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
다.

17.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Acts 8:18-20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19.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사도행전Acts 8:20-24  20.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21.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22.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23.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24.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Acts 8:21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