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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종교 The Religion of the Empire
사도행전 Acts 19:23-41

사도행전Acts 19:23-27
23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24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25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26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
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27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About that time there arose a great disturbance about The Way. A silversmith named Demetrius, who made
silver shrines of Artemis, brought in a lot of business for the craftsmen there. He called them together, along
with the workers in related trades, and said: “You know, my friends, that we receive a good income from this
business. And you see and hear how this fellow Paul has convinced and led astray large numbers of people
here in Ephesus and in practically the whole province of Asia. He says that gods made by human hands are
no gods at all. There is danger not only that our trade will lose its good name, but also that the temple of the
great goddess Artemis will be discredited; and the goddess herself, who is worshiped throughout the province
of Asia and the world, will be robbed of her divine majesty.”
사도행전 Acts 19:28-32
28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29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
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30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31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32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began shouting: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Soon the
whole city was in an uproar. The people seized Gaius and Aristarchus, Paul’s traveling companions from Macedonia, and all of them rushed into the theater together. ...the assembly was in confusion: Some were shouting
one thing, some another. Most of the people did not even know why they were there...”
역대하2 Chronicles 25:2
2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 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Lord’s sight, but not wholeheartedly.
마태복음Matthew 15:8
8‘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시편Psalm 86:11
11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Give me an undivided heart that I may fear Your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