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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20:16-17
16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
17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16 For Paul had decided to sail past Ephesus, so that he might not have to spend time in Asia, for he was 
hastening to be at Jerusalem, if possible, on the day of Pentecost. 17 Now from Miletus he sent to Ephe-
sus and called the elders of the church to come to him.

사도행전Acts 20:18-35
18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
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20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21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22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23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5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
할 것입니다.
26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27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8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
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29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30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꾀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
니다.
31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
하십시오.
32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
들이 얻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3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34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35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18 And when they came to him, he said to them: “You yourselves know how I lived among you the whole 
time from the first day that Iset foot in Asia, 19 serving the Lord with all humility and with tears an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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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s that happened to me through the plots of the Jews; 20 how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to you 
anything that was profitable, and teaching you in public and from house to house, 21 testifying both to 
Jews and to Greeks of repentance toward God and of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22 And now, behold, 
I am going to Jerusalem, constrained by the Spirit,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23 except 
that the Holy Spirit testifies to me in every city that imprisonment and afflictions await me. 24 But I do 
not account my life of any value nor as precious to myself, if only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that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25 And now, behold,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oclaiming the kingdom will see my face again. 
26 Therefore I testify to you this day that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all, 27 for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to you the whole counsel of God. 28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to care for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29 I know that after my departure fierc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30 and 
from among your own selves will arise men speaking twisted things, to draw away the disciples after 
them. 31 Therefore be alert, remembering that for three years I did not cease night or day to admonish 
every one with tears. 32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33 I coveted no one’s 
silver or gold or apparel. 34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ministered to my necessities and to 
those who were with me. 35 In all things I have shown you that by working hard in this way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

사도행전Acts 20:36-38
36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37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38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36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knelt down and prayed with them all. 37 And there was much 
weeping on the part of all; they embraced Paul and kissed him, 38 being sorrowful most of all because of 
the word he had spoken, that they would not see his face again. And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4:2
2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they be found faithf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