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RUTH ABOUT THE HOLY GHOST 
성령에 대한 진리 
 
서론: 
“하나님은 영이시다”(요한복음 4:24). 하나님의 영은 종종 ‘그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세상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으며, 그 분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은 당신을 그 분의 집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19). 이것이 당신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사시기 위해 오십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바로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2:38, 누가복음 11:13).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 분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구하십시오, 그 분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분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엘 

2:28).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을 가지고 침례를 주시는 바로 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마태복음 3:11).  예수께서는 그 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는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형태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명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아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한복음 7:37-39)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 하늘로 가신지 10일 후에 그 분이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사도행전 2:2-4).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온 사람들에게 그들도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천 명이 순종해서 그날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사도행전 10장).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했고 그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사도행전 10장). 곧 이어 

하나님을  믿었던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몇 몇의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로마서 8:9). 

 

어떻게 당신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사도행전 2:4절에서 주어졌는데, 성경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러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분을 믿는 자는 결코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16:17).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알았는데, 이는 “그들이 특별한 

소리들로 말하는 것(다른 방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10:46). 

사도행전 19: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여전히 

새로운 언어들을 말합니다.  
 
결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분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은 

거룩한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영원히 지속될 기

쁨과 평화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