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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Acts	3:1-2		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	

Now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the	ninth	hour.		2	And	a	man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whom	they	laid	daily	at	the	gate	of	the		temple	that	is	called	
the	Beautiful	Gate	to	ask	alms	of	those	entering	the	temple.	

사도행전 Acts	3:3-8		그는 ,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	구걸을 	하였다 .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	그에게 	
말하였다 .	"우리를 	보시오 !"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	
걸으시오"	하고 ,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	그는 	걷기도 	하고 ,	뛰기도 	하며 ,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	

Seeing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he	asked	to	
receive	alms.	4	And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as	did	John,	and	
said,	“Look	at	us.”	5	And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6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7	And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and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s	were	
made	strong.	8	And	leaping	up,	he	stood	an	d	began	to	walk,	and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사도행전 Acts	3:9-11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	이상하게 	
여겼다 .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	

9	And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10	and	
recognized	him	as	the		one	who	sat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asking	for	alms.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11	While	he	clung	to	
Peter		and	John,	all	the	people,	utterly	astounded,	ran	together	to	
them	in	the	portico	called		Solomon’s.	



사도행전 Acts	4:1-4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	

And	as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	priests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and		the	Sadducees	came	upon	them,	2	
greatly	annoyed	because	they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3	And	they	
arrested		them	and	put	them	in	custody	until	the	next	day,	for	it	was	
already	evening.	4	But	many	ofthose	who	had	heard	the	word	
believed,	and	the	number	of	the	men	came	to	about	five		thousand.	

	

사도행전 Acts	4:5-12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	

	6.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	

7.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8.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	

9.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	

10.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	

	11.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입니다 .	

12.이 	예수 	밖에는 ,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	

On	the	next	day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6	with	Annas	the	high	priest	and	Caiaphas	
and	John	and	Alexander,	and	all	who	were	of	the	high-priestly	
family.	7	And	when	they	had	set	them	in	the	midst,	they	inquired,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did	you	do	this?”	8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Rulers	of	the	people	and	
elders,	9	if	we	are	being	examined	today	concerning	a	good	deed	
done	to	a	crippled	man,	by	what	means	this	man	has	been		healed,	
10	let	it	be	known	to	all	of	you	an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by	him	this	man	is	standing	before	you	
well.	11	This	Jesus	is	the	stone	that	was	rejected	by	you,	the	
builders,	which	has	become	the	cornerstone.	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사도행전 Act	4:1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	

Now	when	they	saw	the	boldness	of	Peter	and	John,	and	perceived	
that	they	were	uneducated,	common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recognized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사도행전 Acts	4:14-20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	

그런 	다음에 ,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	

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But	seeing	the	man	who	was	healed	standing	beside	them,	they	had	
nothing	to	say	in	opposition.	15	But	when	they	had	commanded	
them	to	leave	the	council,	they	conferred		with	one	another,	16	
saying,	“What	shall	we	do	with	these	men?	For	that	a	notable	sign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m	is	evident	to	all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we	cannot	deny	it.	17	But	in	order	that	it	may	
spread	no	further	among	the	people,	let	us	warn	them	to	speak	no	
more	to	anyone	in	this	name.”	18	So	they	called	them	and	charg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19	But	Peter	
and	John	answered	them,	“Whether	it	is	right	in	the	sight	of	God	to	
listen	to	you	rather	than	to	God,	you	must	judge,	20	for	we	cannot	
but	speak	of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사도행전 Acts	4:21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	

21	And	when	they	had	further	threatened	them,	they	let	them	go,	
finding	no	way	to	punish	them,	because	of	the	people,	for	all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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