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이 꺼꾸로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과격한 투명성 

Radical Transparency 

사도행전Acts 4:36-5:11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 
사도행전Acts 17:6 

 

사도행전Acts 4:36–37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6 Thus Joseph, who was also called by the apostles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a Levite, a native of Cyprus, 
37 sold a field that belonged to him and  brought the money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사도행전Acts 5:1-11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2.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그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4.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5.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7.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8.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9.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10.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11.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But a man named Ananias, with his wife Sapphira, sold a piece of 
property, 2 and with his  wife’s knowledge he kept back for himself 
some of the proceeds and brought only a part  of it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3 But Peter said, “Ananias, why has Satan filled your 
heart to lie to the Holy Spirit and to keep back for yourself part of 
the proceeds of the land? 4 While it remained unsold, did it not 
remain your own? And after it was sold, was it not at your disposal? 
Why is it that you have contrived this deed in your heart? You have 
not lied to man but to God.” 5 When Ananias heard these words, he 
fell down and  breathed his last. And great fear came upon all who 
heard of it. 6 The young men rose and wrapped him up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7 After an interval of about three hours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8 And Peter said to 
her, “Tell me whether you sold the land for so much.” And she said, 
“Yes, for so much.” 9 But Peter said to her, “How is it that you have 
agreed together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Behold, the feet of 
those who have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10 Immediately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breathed her last. When the young men came in they found her 
dead, and they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11 And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and upon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축복기도Benediction 

● 여러분이  인생에서 주는 초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 
들여졌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