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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15:1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But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사도행전Acts 15:2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
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 보게 하였다.

And after Paul and Barnabas had no small dissension and debate with them, Paul and Barnabas and some of the 
others were appointed to go up to Jerusalem to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bout this question.

사도행전Acts 15:7-11

7.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
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8.그리고 사람
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
으셨습니다. 10.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
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And after there had been much debate, Peter stood up and said to them, “Brothers, you know that in the early 
days God made a choice among you, that by my mouth the  Gentiles should hear the word of the gospel and 
believe. 8 And God, who knows the heart, bore witness to them, by giving them the Holy Spirit just as he did to 
us, 9 and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having cleansed their hearts by faith. 10 Now, therefore, 
why are you putting God to the test by placing a yoke on the neck of the disciples that neither our fathers nor 
we have been able to bear? 11 But we believe that we will be saved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just as 
they will.”

사도행전Acts 15:12-18

12.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
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13.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
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14.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
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 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Week 18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 Testing God” 

사도행전Acts 15:1-35



15.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17.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18.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
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12 And all the assembly fell silent, and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as they related what signs and won-
ders God had done through them among the Gentiles. 13 After they finished speaking, James replied, “Brothers, 
listen to me. 14 Simeon has related how God first visited the Gentiles, to take from them a people for his name. 
15 And with this the words of the prophets agree, just as it is written, 16 “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I will rebuild 
the tent of David that has fallen; I will rebuild its ruins, and I will restore it, 17 that the remnan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says the Lord, who makes these things 18 known 
from of old.’

사도행전Acts 15:19-21

19.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20.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
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예로부터 어느 도시
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19 Therefore my judgment is that we should not trouble those of the Gentiles who turn to God, 20 but should 
write to them to abstain from the things polluted by ido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blood. 21 For from ancient generations Moses has had in every city those who proclaim him, 
for he is read every Sabbath in the synagogues.”

 
사도행전Acts 15:30-35

30.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31.v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32.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33.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
아갔다. 34. (없음) 35.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
치고 전하였다.

30 So when they were sent off, they went down to Antioch, and having gathered the congregation together, 
they delivered the letter. 31 And when they had read it,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32 And Ju-
das and Silas, who were themselves prophet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others with many words. 33 
And after they had spent some time, they were sent off in peace by the brothers to those who had sent them. 
35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축복기도

• 예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쉽게 만들어주는 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미래를 시선을 고정 시키십시오.
• 그리고 당신이 지속적인 은혜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오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