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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re stood by me this night the angel of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Saying, 
Fear not, Paul; thou must be brought before Caesar: and, lo, God hath given thee all them 
that sail with thee. Wherefore, sirs, be of good cheer: for I believe God, that it shall be 
even as it was told me.  Acts 27:23-25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
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행전 
27:23-25 

What happened to Paul?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Paul did not believe God; he was the enemy of God. 바울은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For ye have heard of my conversation in time past in the Jews' religion, how that beyond 
measur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and wasted it: Galatians 1:13 
과거에�유대인들의�종교�안에�있을�때에�행한�나의�행실에�관해�너희가�들었거니와�내가�[하나님]의�교

회를�극도로�핍박하여�피폐하게�하였고.�갈라디아서�1:13�

But he metJesus on the way to Damascus to get letters of the high priest to bring the disciples of 
the Lord bound to Jerusalem that they might be punished.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Then, something happened; there shined round about Paul a light from heaven 그 때,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지요. 

And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what wilt though have me to do?  Acts 9:6 
그가�떨며�놀라�이르되,�[주]여,�내가�무엇을�하기�원하시나이까?�사도행전�9:6�

Paul was converted. He went to Jerusalem and met James and the elders. They glorified God for 
his teaching, "forsake Moses...they ought not to circumcise their children, neither to walk 
after the customs." Acts 21:21 
바울은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 - 모든 유대인들이 자
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 - 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21:21 

But the Jews which were of Asia [chiefly of Ephesus, the metropolis of Asia], when they 
saw him [Paul] in the temple, stirred up all the people, claiming he hath polluted this holy 
place...And as they went about to kill him, tidings came unto the chief captain of the 
band, that all Jerusalem was in an uproar. 
Acts 21: 27-31 

�1



그러나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서에서 온] 성전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성전을 더렵혔다고 선동하고...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
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이르매. 사도행전 21:27-31 

Paul's journey to Rome 바울, 로마로 호송되다 

He went on trial and was escorted to Caesarea, went before Felix, and he appealed to Caesar. 
After that, as a prisoner, he begins the voyage to Rome, Italy. Acts 23-27

바울은 재판은 받게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서 벨릭스총독에게 서게 되었고, 거기서 카이사르에게 재판받
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죄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27


What a life! The enemy of God became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and the Disciple, and the 
Greatest Christian!

대단한 삶이지요. 하나님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고, 사도가 되고, 최고의 크리스챤이 되었으
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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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esarea to Sidon, then under Cyprus to the Asian Coast at Myra 

2. Along the coast above Rhodes then south in danger beneath Crete 

3. The ship is severely storm tossed. An angel encourages Paul. The ship is driven by Clauda 
to Malta [Melita] where it is wrecked but no life is lost 

4. On Malta Paul is bitten by a viper yet suffers no ill. He then does many miraculous hea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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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er 3 months they sail to Syracuse Sicily, then to Rhegium on the toes of Italy, then to 
Puteoli a port near Rome 

6. Along the road to Rome Paul is met by fellow Christians who encourage him

7. Once in Rome Paul is allowed to have his own lodging with the soldier guarding him. He is 
able to have many guests to whom he preaches the gospel. This lasted two years (Acts 27-28)


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1. I believe the Word, and I obey 

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It means that I believe the Word, and I obey.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Faith is not feeling!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Adam and Even did not believe God, did not believe the Word, and disobeyed.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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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ou 
mayest freely eat: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 shalt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thou eatest thereof thou shalt surely die. Gen 2:16-17


The serpent said to Eve, Yea, hath God said, Ye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Eve said,  We may eat of the fruit of the trees of the garden...Ye shall not eat of it, neither 
shall ye touch it, lest ye die. 
The serpent said, Ye shall not surely die...ye shall be as gods, knowing good and evil. 
Eve, did eat, and gave also un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did eat. Gen 3:1-6


Two Voices 

In life, we hear two kinds of voices, Satan's voice or God's voice. We need to have 
discernment which one is right.

세상 살면서, 우리들은 두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 사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어떤 소리가 올바른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사탄은 항상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 너는 형편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이고, 부끄러운 자이고, 겁
많고, 기쁨, 평강, 만족도 할 지 못하고, 영원히 눌려살 것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7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대로 말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절대적
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시편 119:89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
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고린도전서 14:33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
사야 26:3


To believe God, we have to know what He says in His word. Before believing, reading the book 
is a must.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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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말씀]이�계셨고�[말씀]이�[하나님]과�함께�계셨으며�[말씀]이�[하나님]이셨더라.�요한복음�1:1�

하늘에�증언하는�세�분이�계시니�곧�[아버지]와�[말씀]과�[성령님]이시라.�또�이�세�분은�하나이시니라.�

요한1서�5:7�

너희는�{주}의�책에서�찾아�읽어�보라.�이사야서�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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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d the Word, the Bible? 

The word of God is your spiritual food; it sustains you!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적음식입니다. 


You don't want to be a babe Christian, right?

당신은 베이비 크리스챤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요?


For every one that useth milk is unski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e. 
Heb 5:13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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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he Bible following 3151, everyday! 3151의 시스템으로 읽으세요. 매일!

3 chapters of Old Testament 구약 3장

1 chapter of New Testament 신약 1장

5 Psalms 시편 5장 

1 Proverb 잠언 1장


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2. I believe judgment and hell, and I witness to lost souls 

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It means that I believe judgment and hell, and I witness to 
lost soul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Heb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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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ie Imsand 
A missionary to Korea - South and North 

�  

Preaching the Word at Somang Pr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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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3. I pray, because God says so 

What does it mean, I believe God? It means that I pray because God says so.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 

Do you believe God? Ask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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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I read the Bible? 
Do I witness to lost souls? 

Do I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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