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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가 	뒤집어 	질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대기 ,	소원과 	증인” 	

Prologue/Message	#2:	“Waiting,	Wishing,	and	Witness”	:	

사도행전 Text:	Acts	1:1-11	

	

사도행전 	Acts	1:1-3"데오빌로님 ,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	

거기에 	나는 ,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	그는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		

In	the	first	book,	O	Theophilus,	I	have	dealt	with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each,			2	until	the	day	when	he	was	taken	up,	after	he	
had	given	command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3	He	presented	himself	alive	to	them	after	his	

suffering	by	many	proofs,	appearing	to	them	during	forty	days	and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사도행전 Acts	1:4-5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	

4	And	while	staying	with	them	he	ordered	them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he	said,	
“you	heard	from	m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사도행전 Acts	1:6-11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	"주님 ,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	

8.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	너희는 	능력을 	받고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9.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	

10.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갈릴리 	사람들아 ,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	



6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seasons		that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9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as	they		were	looking	on,	he	
was	lifted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	10	And	while		
they	were	gazing	into	heaven	as	he	went,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robes,	11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heaven?	This	Jesus,	who	wa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	into		heaven.”	

•	오늘	다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1.기다림	

2.원하는	것	

3.증인하는것	

4.보고싶은것	

사도행전 Acts	1:4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	

4	And	while	staying	with	them	he	ordered	them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he	
said,	“you	heard	from	me;	

사도행전 Acts	1:6-7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	"주님 ,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	

6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seasons		that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사도행전 Acts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	
너희는 	능력을 	받고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사도행전 Acts	1:10-11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	

10	And	while	they	were	gazing	into	heaven	as	he	went,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robes,	11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heaven?	

	

축복기도 	



• 	 기다리고 ,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알고 	기다리길 	
… 	

• 	 시청을 	넘어 ,		새로운 	인류에 	살고 	숨쉬는 	목격자가 	
되고 ,	

																		매일의 	현실속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