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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9:10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Now there was a disciple at Damascus named Ananias. The Lord said to him in a vision, “Ananias.” And he said, “Here I 
am, Lord.”

사도행전Acts 9:11-12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
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11 And the Lord said to him, “Rise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nd at the house of Judas look for a man of 
Tarsus named Saul, for behold, he is praying, 12 and he has seen in a vision a man named Ananias come in and lay his 
hands on him so that he might  regain his sight.”

사도행전Acts 9:13-14

13.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
니다.

14.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13 But Ananias answered, “Lord, I have heard from many about this man, how much evil he has done to your saints at 
Jerusalem. 14 And here he has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to bind all who call on your name.”

누가복음Luke 6:27-28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7 “But I say to you who hear,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28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누가복음Luke 6:32-36

32.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을 사랑한다.

33.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
은 한다.

34.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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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꾸어 준다.

35.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2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33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do good to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do the same. 34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to receive,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to get back 
the same amount. 35 But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the evil. 36 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사도행전Acts 9:15-16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
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15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16 For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the sake of my name.”

사도행전Acts 9:17-19

17.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
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18.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19.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17 So Ananias departed and entered the house. And laying his hands on him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by which you came has sent me so that you may regain your sight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18 And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his eyes, and he regained his sight. Then he rose and 
was baptized; 19 and taking food, he was strengthened.

축복기도

•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당신을 보신다는것을 생각하세요.

•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적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넓히는 법을 배우는 남녀가 돼세요.

• 당신은 거꾸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