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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ay: "Can we have this power equally with the
early disciples?" I say: "Yes." I say yes because J am
as unworthy and as needy as they were. I do not think
we have any better preachers today than the preachers
in the New Testament.And they needed this poweκ

Do not talk about "Can we have this Baptism today?"
We are of no use without it. Christianity without the
Holy Ghost in it is a shell，a beautiful fonn，but lifeless，
dead. Only God，the Holy Ghost，can produce the spark
that quicken웅-the flame that kindles.

IfI need this power so badly，is it likely that God
will withhold it if I meet the conditions? The Bible is
f비I of promise and exhortation to me to approach
God with a full confidence of faith to receive this
promise. There is not one paragraph that suggests that
God will withhold.



성령은
당신에게

권능을주신다.

당신이 “우리도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묻는다면 나는 물론 “예”라고대답할 것입니
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쓸모없고 부족한 존재
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시대의 목사
(전도자)들보다더 큰 능력을 가진 목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성령의 힘을 필요로했기 때문
입니다.

“오늘날우리도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이러한 어리
석은 질문은 하지 마십시요.성령세례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성령없는 기독교는 속빈 껍질이며 생명이 없는 것입
니다.하나님이신 성령만이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불씨 즉
활기를 주는 불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옳지 못한 목적으로 구한다변 하나님께
서 주실리가 있겠습니까?성경은 당신이 이 약속을 받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니아 가도록 하는 약속과 훈계
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으며，하지 못하게끔 하는 구절은 단
한구절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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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avior goes on record that He bought this gift
for us. II is an inlegral pari of Ihe full gospel. It is meant
to be. There is no other inference in the New Testament.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Power for Many Purposes
The Promise of Power
The Promise Fulfilled at Pentecost
The Normal Experience after Conversion
Signs of the Holy Spirit’s Power

POWER FOR MANY PURPOSES

Learn How to Use Power

Think of how many ways electricity is used: With
it people light their cities，c∞k，heat their homes，run
their factories，and operate all kinds of machinery.
Because men have learned how to use electric power
they can do what used to seem impossible-eve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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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주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사신 이 선물에 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순복음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다른 어떤 이의(異議)를성경에서 찾아볼
수없습니다

(5과에서 공부할 내용〉

여러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능력
능력을주시겠다는약속
오순절날에 약속이 성춰됨
구원 받은 후에 겪는 일반적인 체험
성령의 표적들

여러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능력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전기로
사로L들은 시가를 밝게하고，집을 따뜻하게 하며，요리를 하
고，그외 공장의 모든기계를움직이게 합니다.인간은전기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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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moon.

The Holy Spirit wants to fill your life with a power
greater than electricity-power to do what is
impossible· without it-but you must learn to use it.
Used in the right way this power will bring glory to
God and blessing to your life. Power of any kind used
in the wrong way will always bring trouble.

Three mistakes to avoid:

o Some people use the Holy Spirit ’s power as a
toy to be played with. This was the problem of
the Corinthian church. They so enjoyed talking
in other tongues by the Spirit’s power that they
were just having a good time in their seπices.
There was a lot of disorder. Outsiders thought
they were crazy. Paul let them know that all
things should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They should learn to so channel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souls would be saved. not
turned away from Chris t.

@ Some people call allention to themselves
instead of giving glory to God. Ifthe Holy
Spirit gives a man faith for healing the sick，it
is not so that he can shout: "Look at me，
everybody! Miracles! I have lots of pow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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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가는 것--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기보다 더강력한 힘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까지도 할 수 있는 힘 으로서 당신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그러므로 당신은 이 성령의 힘을 올바강’l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힘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말썽만 일으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당신의 생활엔 저주가 따르게 마련업
니다.

주의해야활세가지

@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장난감 다루듯이 제 마음
대로 사용하려 합니다.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너무
즐거워한 나머지 예배시간 중무질서하게 성령님의 능력
을 잘못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으
며 그들의 무질서함을 본 외부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되 예의 바르고，질서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옳게 사용
하므로서 주님을 떠나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는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 어떤 사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
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만일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은사나 병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해서 “사람들아
나를 보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하거나，혹 성령
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해서 “사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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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God uses someone to give messages in
prophecy ，it is not so that he can say:
"Everyone had better listen to me! I am a
prophet! Come to me if you want to know what
to do." Such pride brings many problems.

e Some people just don't use the power that the
Holy Spirit has for them. This is the most
common mistake of all. Some have seen the
misuse or imitations of the Spirit’s power and
are afraid of anything supernatura l.The
Thessalonian church had this problem. Paul
told them to test the spirits to see if they were
of God and not to accept any false prophecies
or imitations of God’s work. But they were not
to throwaway the real along with the
ImitatIOns.

1 Thessalonians 5:19-22. Do not restrain the Holy
Spirit; do not despise inspired messages. Put all
things to the test; keep what is good and avoid
every kind of evil.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like having
your house wired for electricity. It’s not wired so you
can sit in the dark and say: "I’ve got electricity at
last!" Turn the light on! Use the power! In the Book
of Acts you have God’s pattern for the right use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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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예언자다 무엇이든 알기
를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고자랑하며 생각하거
나말해선 안됩니다 사람은다만성령께서 예수그리스
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한개의 도구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며 이같은 교만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킴니다

@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려 하지 아니합니다.이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사로l들은 성령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일어나는 나쁜 결과를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데살로니가교회가이러
한 문제를 가진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영들
을 시험하여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모방이나，거짓된 예언을받아들이지 말도록 경고했
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과 함께 올바른 성령의 역사
까지도 내 던져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19-22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집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선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션이 쳐지는 것은
다만 당신이 어둠 속에 앉아 이젠 전기를 컬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을 켜 밝게 비춰 주는
것처럼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서입니다 불을 켜섭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예화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2 5. The Holy Spirit Gives You Power

This Is the Pattern for You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early
Christians made their lives clean and good in a
civilization noted for its crime and corruption. An
inner joy and peace made them sing and praise God
when they were beaten and thrown into jail for
Christ ’s sake. Full of God’s love，they forgave and
prayed for those who tortured them. This is power
used rightly!

They had a powerful message and gave it powerful
personal conviction. They knew what they were
talking abou t.Anyone without Christ was lost，but
Jesus would save those who believed on Him. They
spoke with wisdom ，logic ，and courage beyond their
own abilities-power that convinced their hearers of
the truth and convinced them of sin.

They had a powerful faith. They knew that God
was with them and would work through them as He
had promised. So in Jesus ’name they commanded
paralytics to walk and they did. They prayed and
things happened. Sick people were healed. Prison
doors opened. Multitudes of sinners turned to God.

This power in the early Christians made them
witnesses ，just as Jesus had said. They had the
boldness and urgent desire to tell all their neighbors
about Jesus. They had a mission to fulfill. Courage ，
love，a great vision ，and total commitment to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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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본보기이다

초대교인들에게 임재한 성령의 능력은 범죄와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성결하고 거룩한 모범적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
다.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매를 맞을 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자기
들을 고문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
니다.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된 예입니다

그들은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굳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꿇에게 전파하였습니다.자기들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영접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쳐해질 것--를 분명히 알았습니
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와 논리와 용기를 가지고 말하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로 하여
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가 약속하신대로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그들은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를 명령하였으며 과연
그 환자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연이어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감옥문이
열렸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왜 l되었습니
다.

초대교인들이 가진 이러한힘은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대
로무능한그들을강력한중인으로만들었습니다 그들은다른
영혼에 대한 끓어 오르는 사랑과 당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
도에 관하여 이웃들에게 전하였으며 이미 그들의 눈앞에 이루
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습니다.하나님께 향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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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ve them on from town to town and country to
countη. They were determined to give the good news
of salvation to every man，woman，and child in their
world.

This is the pattern of power in the early church.
Their power then w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filled them and worked through them. What they
did was the natural outflow of Spirit-filled lives. The
Bible tells you their experience in detail because it is
the pattern for Christians today.

~ ..
좋 For You To Do

1?r~~. a circle around ~ac~. o~ ~e re않su비l니Its of th
Spir디it'’녕s power Int“the early Christians.
fear faith message worry

courage pop비arity healings

vIsIon money conversIons love

THE PROMISE OF POWER

John the Baptist promised that Jesus would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This was a general
promise made to all those who were being converted
and baptized by him in water.

Matthew 3:11. "I baptize you with water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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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기와 사랑과 원대한 꿈 및 전적인 헌신은 도시에서 도시
로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시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의 본보기입니
다.당시 그들이 나타냈던 능력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바는 성령충만의 자연적
/뿔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상세
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
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췄
l과제 ”초대교인들에게 임재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들에 0표하십시요
두려움， 믿음 복된소식 (message)， 걱정，

용기， 인기，

환상， 꿈(Vision)， .so......，

병고침，

회심(귀의)

능력을주시겠다는약속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셰례를 주설 것이라고
말하였으며，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 II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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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you have repented; but the one who will come
after m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Jesus had a great work for Christians to do all
down through the ages. He knew they could never do
it in their own strength. So He told His followers to
wait until they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n they would be His witnesses. Jesus'
command and promise were for all His followers.

Luke 24:49. "And I myself will send upon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you must wait
in the city until the power from above comes down
upon you."

Acts 1:4-5，8. "Wait for the gift I told you about，
the gift my Father promised. John baptized with
water，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you will be filled with power，and you
will be witnesses for me in Jerusalem，in all of
Judea and Samaria，and to the ends of the earth."

~ ..
췄 For You ToDo

2 Read Acts 1:1-14. Memorize verses 4，5，뻐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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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회에게 세례를 주실 젓이요

예수께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만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그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
로는 결코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의 증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
다.예수님의 이 명령과약속은비단그시대 뿐아니라그이후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회에게 보내리니 너회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 4-5，8 저회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
램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에게 임하시면 너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좋
I과제 21 사도행전 1 : 1-14 을 읽고 4，5，8절을 암기하십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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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ISE FULFILLED AT PENTECOST

What did Jesus’followers do to receive the
promised Holy Spirit? For ten days 120 of them
waited-praying and expecting something to happen.
And it did! On the Day of Pentecost they received
what we would call the pentecostal experience or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Acts 1:14. They gathered frequently to pray as a
group.

Acts 2:1·5，7·8，11，13.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all the believers were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there was a noise from the sky
which sounded like a strong wind blowing，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n they saw what looked like tongues of fire
which spread out and touched each person there.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talk in other languages，as the Spirit enabled
them to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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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절날에 약속이 성취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t속된 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그들 중 120문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고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러기를 열홀，과연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오순절날이 이르매 저들은 오순절
체험이라고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 : 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 1-5 ，7-8 ，11，13 오순절날이이미이르매
저회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
고강한바람같은소리가있어 저희 앉은온집에 가득하
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회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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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Jews living in Jerusalem ，religious men
who had come from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
amazement and wonder they exclaimed ，"These
people who are talking like this are Galileans! How is
it，then，that all of us hear them speaking in our own
native languages. . . about the great things that G때
has done!" But others made fun of the believers ，
saying ，"These people are drunk!"

Before this，Peter had been afraid of ridicule. What
a change after he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stood up and preached a powerful message.
He explained that what they saw wa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God had poured out His Spiri t.

Acts 2:14-17 ，41.Then Peter stood up with the
other eleven apostles and in a loud voice began to
speak to the crowd: "These people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nstead ，this is what the
prophet Joel spoke abou t:‘This is what I will do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everyon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claim my message. ’"...Many of them
believed his message and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people were added to the group that
day.

From then on Acts is the record of how the Holy
Spirit worked through the Christians: He helped them
witness ，spread the gospel ，and win souls to Chri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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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ζL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또 어떤이들은
조홍하여 가로되 저회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는 항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가 될까봐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엔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그는 수많은 사로L들이주시하는
가운데 서서 “당신들이보고，듣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
하심의 성취”라고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쏟아
부어 주시고계십니다.

사도행전 2 : 14，17，41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요 너회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회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을 받는 사로L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
는가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도와서 복음
을 전파하게 하여 믿지 않는 영흔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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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For You To Do

5 Which book shows how the Holy Spi디t worked
through the first Christians?

6 Read Acts chapter 2

THE NORMAL EXPERIENCE AFTER
CONVERSION

The apostles expected all believer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fter their conversion. Peter
made that plain.

Acts 2:38-39. Peter said to them ，"Each one of you
must tum away from his sins and be baptized in
the name Jesus Christ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and you will receive God’s gift，the Holy
Spiri t.For God’s promise was made to you and
your children ，and all who are far away- 외Iwhom
the Lord our God calls to himsel f."

Ifnew converts did not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right away from their conversion ，
someone went to pray for them so that they would
receIve It.

Acts 8:14-17. The apostles in Jerusalem heard that
the people of Samaria had received the wo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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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l과제 31초대 교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

지를 기록한 책은 어떤 것입니까?

l과제 41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십시요

구원 받은 후에 겪는 일반적인 체험

사도들은 주를 믿는 사로L들이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했으며，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 38-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회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와 너회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만일 새로운 개심자가 개심하고 난 후 즉시 성령 셰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몇몇 사람이 그들을 위하
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 14-17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사마리아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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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o they sent Peter and John to them. When
they arrived ，they prayed for the believers that they
might receive the Holy Spiri t.For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down on any of them. . .. Then
Peter and John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 t.

After Saul was converted ，the Lord sent Ananias to
pray for him.

Acts 9: 17. "He sent me so that you might see again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 t."

Cornelius and his f，mily heard the gospel ，
believed ，and were saved as they accepted the truth.
Before Peter finished preaching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 t.The experience of the believers in
Ephesus was differen t.Like many Christians today，
they had not even heard that God wanted to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 t.Paul asked them:

Acts 19:2，6.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came believers?"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 they answered.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an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Judging from the pattern in the early church ，God
wants to fill all His children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Who received then? Rich and poor. Men，
women ，and children. Illiterate and well educated.
Religious leaders and persons recently deliver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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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회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
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회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울이 개심을 한 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 17 형제사울아주곧네가오는길에서나타
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하시고 성령
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

고벨료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
들였을 때 즉시 구원을 받았으며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체험은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오늘날 대부분의 기독
교인들처럼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 2，6 너회가 믿을 때에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우리는성령이 있음도듣지 못하였노라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
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

초대교회에서의 이러한 본보기로 미루어 볼 때 하냐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빈부，귀천，남녀，노소，지식의 유무，얼마나 오래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허등의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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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in. Persons of many nations. Peter said in the
house of Cornelius ，a Roman soldier:

Acts 10:34，47. "I now realize that it is true that
God treats everyone on the same basis. . . . These
peopl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also did."

‘0)..췄 For You To Do

7 Based on the description in the Bible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is
a) the nonnal experience after conversion.
b) for those who have been Christians a long time.
c) mainly for educated men and church leaders.
d) God’s gift to all His children.
e) necessary before a person is baptized in water.

SIGNS OF THE HOLY SPIRIT'S POWER

Speaking in Other Languages

When the Holy Spirit came at Pentecost ，He gave
several signs of His power. People heard a sound as
of a strong wind. They saw tongues of fire. And they
spoke in languages that they had never learned. In
Acts you find that one of these signs-speaking in
tongues-was repeated when others received the
Holy Spiri t.This was how Cornelius and 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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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성령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
다

성령은 lJ 신에게 권능을 주신다져15 괴

사도행전 10: 34，47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로되 내가 참으
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금하리요

‘~..췄
l과제 71 성경에서의 성령세례는 7

a) 회심 후에 따르는 일반적 경험이다
b)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c) 주로 교회지도자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로L들에게 주어진
다.

d)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물이다.
e) 반드시 먼저 물세례를 받。}야한다

성령의표적들

방언을말함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여러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셨습니다.그들은 강한 바땀같은 소리를 들었으며 불의 혀같은
것을 보았으며，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결코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당신은 방언으로 말하는 이러한 표적이 그

이후의 다른사람들이 성령을받았을때도똑같이 되풀이 되었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이야 말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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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received the Holy Spiri t.The sa'me sign was
repeated at Ephesus. Compare the experiences.

Acts 2:4.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talk in other languag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to speak.

Acts 10:44-47. While Peter was still speaking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all those who were
listening to his message. The Jewish believers who
had come from Joppa with Peter were amazed that
God had poured out his gift of the Holy Spirit on
the Gentiles also.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strange tongues and praising God ’s greatness.
Peter spoke up: "These peopl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also did."

Acts 19:6.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an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they spoke in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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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일한 방법이었으며，똑같은 표적이 에베소에서도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들을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 44-47 베드로가 이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
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딸}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

사도행전 19: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
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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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s and also proclaimed God’s message.

Speaking in other language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supernatural sign that God has
chosen to show that the Holy Spirit has filled a
person. Both Jesus and Paul referred to speaking in
tongues as a miracle or proo f.

κ1ark 16:17. "Believers will be given the power to
perform miracles ... they will speak in strange
tongues. "

I Corinthians 14:22. The gift of speaking in
strange tongues is proof for unbelievers.

Christians throughout the world arc continually
experiencing this wonderful gift of the Holy Spiri t.

Usually the language is nOt known to anyone
presen t.However ，many times the Spirit has spoken
through a person in a language unknown to the
speaker but understood by someone in the audience ，
just as at Pentecos t.

Otbers Signs or Power

You have read about many other signs of power
that follow as we keep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clean life ，love of God ，courage ，and complete
dedication to Chris t.Signs of power are seen in
powerful faith，powerful prayer ，powerful witnessing ，
and powerful preaching. The results -conversions ，
healings ，baptisms in the Holy Spirit ，and church
growth-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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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에 의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
히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초자연
적인 표적입니다.예수님이나 사도바울은 모두 표적이나 증거
로서 방언을 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n까복음 16: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며 .

고린도전서 14: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성령께서는지금도우리를성령으로충만히 채우설 때 이러
한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보통 방언은 함께 있는 어떤 사람도 알아 듣지 못하며，말하
는 사람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방언을 말하게 하는 수가
많지만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해하는
사로L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또 다른 표적들

당신은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을 때
따르는 성령충만의 또 다른 표적들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
다.즉 성결한 생활，하나님의 사랑，용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표적들은 강력한 믿음，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음 증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들
이 행하여지므로 맺어지는 결과들은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
게 하며，병나음을 받게 하고，성령세례를 받게 하며，예수
그리스도의 몽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등 그외 여러가지가 있습
니다



172 5. The Holy Spirit Gives You Power

The Bible records Paul’s prayer for the believers in
Ephesus. You can claim this prayer for yourself:

Ephesians 3:16. I ask God from the wealth of His
glory to give you power through his Spirit to be
strong in your inner selves.

As God makes you strong through His Spirit，you
will be able to refuse evil，endure suffering，serve，
and witness for your Lord.

‘~...좋 For You To Do

8 You have studied several signs of the Holy Spirit’s
power. How many can you name? Write them in
the spac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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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당신도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융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을 강건하게 하시면，당신은
죄악을 물리치고 고난을 참으며 봉사하며，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췄
|과제61 당선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표적들에 대해서 공부
했습니다.당신은 어떤 표적들을 알고 있습니까?알고 있는
것들을적어 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