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llowship with the Apostles 

사도와 교제하기 

 

1 John 1:3 (요한일서 1:3) 

That which we(apostles)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e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apostle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1. They had the fellowship with Jesus 사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다 

1 John 1:1~4,   John 1:1,2,4,14    2 Pet 1:16~18  

All the writers of the New Testaments are the apostles. 신약(신유언) 성경의 

모든 기록자는 사도입니다. 

There are quite a few including the 12 disciples and Matthew, Mark, and Luke, 

who are writers of the Gospels and etc.  적지 않은 수의 사도가 있습니다.  

12제자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성경을 쓴 사도도 있고 또 다른 사도도 

있습니다. 

They followed Jesus our Lord preaching the Gospel on the earth.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Special treatment is given to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경우는 특별 

했습니다. 

He joined together later than the others and preached the Gospel. 그는 

뒤늦게 사도들에게 합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Anyway all the apostles including Paul, heard Him speak in person and 

saw Him face to face and looked carefully and even touched Him with their 

hands. 어쨌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고 얼굴을 맞대고 보기도하고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손으로 직접 만지기도 

했습니다.  

In other words, all of the apostles had fellowship with Him while staying 

with Him.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도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지냈습니다. 

 While having fellowship with Him, they knew that Jesus himself is the 

Word of life from the beginning, which was made flesh, the only begotten Son 

of the Father.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며 

처음부터 있었고,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아버지의 독생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John 1:1 (요한일서 1:1)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apostles 사도들)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upon, and our hands 

have handled(touched), of the Word of life.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John 1:1,2,4 (요한복음 1:1,2,4)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the Word 말씀)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John 1:14 (요한복음 1:14) 

And the Word was made flesh(Which is Jesus 예수님),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 Pet 1:16-18 (베드로후서 1:16~18) 

16.  For we(apostles 사도들) have not followed cunningly devised fables(not 

man made fiction full of imagination 사람들이 상상을 총 동원해서 꾸며낸 허구), 

when we made known unto you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16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17.  For he received from God the Father honour and glory, when there came 

such a voice to him from the excellent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17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And this voice which came from heaven we(apostles 사도들) heard, when 

we were with him in the holy mount. 

18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The apostles stayed with Jesus all the time including those times when all the 

important events happened. 사도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는데 중요한 일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The above episode of the holy mount is just one example. 위에서 말한 

거룩한 산에서 있었던 일에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1 John 1:2 (요한일서 1:2) 

(For the life was manifested(appeared), and we have seen it(life = Jesus 

생명=예수님), and bear witness, and shew unto you that eternal life, which(Jesus 

예수님) was with the Father, and was manifested(appeared) unto us;)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Jesus is the Word and the life. 예수님은 말씀이며 생명입니다  

And the life is eternal.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Let’s go back to the main verse again. 오늘의 주제 구절을 다시 봅시다 

1 John 1:3.  That which(The Word of life who is Jesus 예수님이신 생명의 말씀) 

we(apostles 사도들)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e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apostles 사도들):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요한일서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You may have heard quite often of having fellowship with God or Jesus. 아마 

하나님이나 예수님 과의 교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However “fellowship with the apostles” seems to be new to you. 사도들 과의 

교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They wrote down the New Testament so that we would be able to have 

fellowship with them. 사도들은 신약(신유언)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목적은 

우리들이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John 1:4.  And these things write we(apostles 사도들) un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요한일서 1:4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God wants to make our life full of joy, meaningful and abundant.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의미 있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We do too. 우리도 또한 원합니다.  

One of the practical ways is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the apostles. 그렇게 

살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우리가 사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why they wrote the New Testament. 사도들이 신약(신유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2. They became the witnesses of Jesus Christ 사도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 

2 Pet 1:16~18  John 15:26.27  Acts 1:1,2,8 2:32  

 

In 1 Pet 1:16 They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when they heard the 

voice of heaven.  베드로전서 1:16에서 사도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장엄함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John 15:26,27 (요한복음 15:26,27) 



26.  But when the Comforter is come, whom I will send unto you from the 

Fath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eth from the Father, he shall testify 

of me: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27.  And ye(apostles 사도들) also shall bear witness, because ye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They had been with Jesus.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And the fellowship they had with Jesus made them become witness of Jesus.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Acts 1:1,2,8 2:32 (사도행전 1:1,2,8 2:32) 

1. The former treatise(report) have I made, O Theophilus,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each, 

1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2. Until the day in which he was taken up, after that he, through the Holy 

Ghost, had given commandments un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2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The ‘former treatise’ is the Gospel of Luke, as Luke wrote this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s well. 이전 보고서란 누가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썼으니까요.  

Who Theophilus was is unknown. 데오빌루스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We can catch the meaning of the name of Theophilus: Theo= God, philus = 

friend or love.  이름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오는 하나님, 필루스는 

친구나 친구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We know that these two books, the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Acts, are 

written in the form of a report to Theophilus(Friend of God or loved by God or 

loving God).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보고서 형식으로 

데오빌루스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데오필루스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풀이를 알 수있습니다. 

The Gospel of Luke is the report of the time from when Jesus started to 

preach the Gospel until he ascended into heaven after his resurrection.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까지의 보고서이고  

The book of Acts is the report of the time after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Apostles.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한 이후의 

보고서입니다. 

 

Acts 1:8 (사도행전 1:8) 

8.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8.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I wish to highlight something important about the phrase “ Ye shall be 

witness to me.” 제가 여기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구절에 대해 그 의미를 

강조 할 것이 있습니다.  

It means “I will make you witness to me” 이것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인데  

“I Jesus will make you the apostles witness to me.” 즉 나 예수님이 너희 

사도들을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It is not an order like “Be witnesses”. 이것은 증인 되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The meaning is different. 둘의 의미가 다릅니다. 

One is an order. 하나는 명령이고  

And the other is an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speaker’ who is Jesus. 또 

하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 즉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입니다.  

So they became witnesses by the will of Jesus and not through their own 

actions based upon the commitment or desire. 즉 사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헌신이나 소망을 실행하는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y are chosen and sent by the will of the Lord.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Now move to Acts 2:32. 사도행전 2:32절을 보겠습니다. 

This is what Peter said on the day of Pentecost.  사도행전 2:32절은 베드로가 

오순절 때 말한 것입니다.  

At the time, the Jews were in in Jerusalem from every nation. 그 때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They were scattered abroad and had returned to keep the Passover and the 

Pentecost. 그들은 나라 밖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되돌아 왔던 자들입니다.    

 

Peter said,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32.  This Jesus hath God raised up, whereof we(apostles 사도들이) all are 

witnesses.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 

 

Firstly they are the followers of Jesus in person. 첫 번째로 사도들은 주님을 

직접 따르는 자였습니다  

And secondly after his death and rising up, they became the witnesses of 

Jesus. 두번째로는 주님께서 죽음이후 부활 했을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They preached the Gospel at the same time from Jerusalem, Judah,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사도들은 복음을 동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3. They are ministers sent by God, the laborers together with God 

and builders of the church 사도들은 사역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세운다. 

1 Cor 3:5~11 (고린도전서 3:5~11) 

5.  Who then is Paul, and who is Apollos, but ministers by whom ye believed, 

even as the Lord gave to every man? 

5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I have planted, Apollos watered; but God gave the increase.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So then neither is he that planteth any thing, neither he that watereth; but 

God that giveth the increase(grow 자라게하다). 

7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8.  Now he that planteth and he that watereth are one: and every man shall 

receive his own reward according to his own labour. 



8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9.  For we(apostles 사도들) are labourers together with God: ye are God's 

husbandry(farming in the field 밭 농사), ye are God's building. 

9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10.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unto me, as a wise 

masterbuilder, I have laid the foundation, and another buildeth thereon. But let 

every man take heed how he buildeth thereupon. 

10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11.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11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Paul and Apollos didn’t belong to the 12 Apostles. 바울과 아폴로스는 12 

사도는 아닙니다.  

They are also apostles and they are ministers and laborers to build the church. 

그들 또한 사도인데 곧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And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the Only one Jesus.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No apostles including Peter can be the foundation. 그 어떤 사도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They are the ministers and laborers and builders but NOT the foundation. 

사도는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지 그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o when it comes to Mat 16:18 in the phrase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마태복음 16:18의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구절에서  

the rock is Jesus and not Peter. 바위는 예수님이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Peter is a stone in John 1:42. 요 1:42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돌입니다.  

Peter is his English name 피터가 영어식 이름이고  

and his Hebrew name is Simon,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 

his Greek name is Petros 그리스식 이름은 페트로스 

and his Arabic name is Cephas 아랍식 이름은 케파스(게바) 

and his Korean name is 베드로. 그리고 한국식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Whatever his name is, 이름이 무엇이든 

the meaning of his name is a stone and NOT the rock which Jesus refers to.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는 아닙니다 

  

Mt 16:18 (마태복음 16:18) 

18.  And I say also unto thee, That thou art Peter(stone 돌), and upon this 

rock(Jesus 예수님)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John 1:42 (요한복음 1:42) 

42.  And he(Andrew Peter’s brother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brought him to 

Jesus. And when Jesus beheld him, he said, Thou art Simon the son of Jona: thou 

shalt be called Cephas, which is by interpretation, A stone. 

42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4. They are the first position gift set by God in the body of Christ 

which is the church. 사도들은 교회 안의 첫째 은사로 주님의 몸 안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 Cor 12:27~28      Eph 4:7,8,11,12 

 

1 Cor 12:27~28 (고린도전서 12:27~28) 

27.  Now ye are the body of Christ, and members in particular. 

27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28.  And God hath set some in the church, first apostles, secondarily(secondly) 

prophets, thirdly teachers, after that miracles, then gifts of healings, helps, 

governments, diversities of tongues.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Among many gifts in the church, the first and chief is apostles. 많은 교회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은사는 사도입니다  

It has been set by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Eph 4:7,8,11,12 (에베소서 4:7,8,11,12) 

7.  But unto every one of us is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7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Wherefore he saith, When he ascended up on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and gave gifts unto men. 

8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11.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The gift is decided by the giver not the receiver.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주는 

분이 정하는 것이지 받는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As the gift is the grace of God, it depends upon Christ.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He decided how and how much he gives to whom. 그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한 분량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를 정합니다. 

As for the gift, the giv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ceiver. 은사는 주시는 

분이받는 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The apostles is the gift in the church set by God. 사도는 교회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It is set in the church in order to make the saints full of growth and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교회 안에 사도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장성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5. They showed us how to continue in the Gospel, in the Son and 

the Father. 사도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고 아들과 아버지안에 계속 

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1 John 2:24~26 (요한일서 2:24~26) 

24.  Let that therefore abide in you, which y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If that which y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shall remain in you, ye also shall 

continue in the Son, and in the Father. 

24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  And this is the promise that he hath promised us, even eternal life. 

25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26.  These things have I written unto you concerning them that seduce you. 

26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In 24 if the Gospel that the apostles preached abides in us, 24절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면 

we shall continue in Jesus and God while having fellowship with them. 우리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계속 있게 됩니다  

To continue in Jesus and in God is the eternal life which God promised.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However, there are quite many other gospels which are what Paul referred to 

as “another Gospel.’ 그러나 다른 유사 복음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말합니다. 

 So the apostles wrote the New Testament, in which is the Gospel we have to 

abide in and keep in our heart. 그래서 사도들이 신약(신유언)을 기록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거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Otherwise we are likely to be seduced by these other gospels.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들에 미혹 될 수 있습니다 

Actually this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I think, we should have fellowship 

with the apostles.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도들과 교제를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Gal 1:6~12 (갈라디아어 1:6~12) 

6. I marvel(I am very surprised 매우 놀랍습니다) that ye are so soon removed 

from him that called you into the grace of Christ unto another gospel: 

6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Which is not another; but there be some that trouble you, and would 

pervert(deliberately do something wrong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the 

gospel of Christ. 

7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8.  But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As we said before, so say I now again, if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ye have received (from the apostles 사도들에게서), let him be 

accursed. 

9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For do I now persuade men, or God? or do I seek to please men? for if I 

yet pleased men, I sh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10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11.  But I certify(make it clear 확실히 합니다) you, brethren,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11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For I neither received it of man, neither was I taught it,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2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The Gospel we have received from the apostles is only valid. 복음은 우리가 

사도들에게 들은 것만이 오직 유효합니다. 

That is because the Gospel the apostle Paul preached and wrote in the New 

Testament with other apostles was not received by men.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바울이 전파하고 신약(신유언)에 기록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해 받은 것이 

아니며 

Neither were they taught by men.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It is the Gospel that Jesus revealed to them in person face to face while they 

had fellowship with him.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하면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And it made them become the witness. 사도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And they wrote down in the New Testament what they witnessed and the 

testimonies they gave by the moving of the Holy Spirit.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일의 간증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신약(신유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Jesus Himself and the builders are the 



apostles,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건축자들은 사도들이며 

  

we are husbandry(field for farming) and the building they work. 우리는 

사도들이 지은 농사이고 사도들이 건축한 빌딩입니다 

They could be still alive in the Word of life in the Gospel. 사도들은 아직도 

복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It is in the same way we live the eternal life in the Gospel the apostles have 

delivered until now.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사도들이 지금까지 전해준 복음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They could be still working to build up the church.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They could be still working to perfect the saints in the church.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안에서 성도를 완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They could be still working to do ministry in the church in the word of life 

through the New testament. 사도들은 신약(신유언)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It depends upon our endeavor to have fellowship with the apostles. 우리가 

애써 사도들과 교제를 할 때 가능합니다 

Without that, how can we continue in the Gospel and in the Lord while living 

on the earth?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2 Pet 1:12,15 (베드로후서 1:12,15) 

12.  Wherefore I will not be negligent to put you always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though ye know them, and be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uth. 

12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15.  Moreover I will endeavour that ye may be able after my decease(death) 

to have these things always in remembrance. 

15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Acts 2:42 (사도행전2:42) 

42.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42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1 John 1:3 (요한일서 1:3) 

That which we(apostles)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e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apostle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The Apostles are no longer on the earth. 사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However they could be still living with us in the New Testament and in the 

church so that we may have fellowship with them. 그러나 그들은 신약(신유언)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고 우리는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