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세 큰 능력

The Father cannot be described by the things of earth. The Father i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and is invisible to mortal sight. {Ev 614.2}
The Son i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manifested. The Word of God declares Him to
be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Here is shown the personality of the Father. {Ev 614.3}
The Comforter that Christ promised to send after He ascended to heaven, is the Spirit in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making manifest the power of divine grace to all who receive and
believe in Christ as a personal Saviour. There are 1three living personalities of the heavenly trio;
in the name of these three great power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those who
receive Christ by living faith are baptized, and these powers will co-operate with the obedient
subjects of heaven in their efforts to live the new life in Christ.-- Special Testimonies, Series B,
No. 7, pp. 62, 63. (1905) {Ev 615.1}
직역: “아버지는 세상에 속한 사물로 묘사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죽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들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개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 가신 후에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있는 영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죾다. 하늘 트리오에는 살아있는 세 개성이 있다. 이 세 위대한 능력들-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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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잇 부인의 원문 필체는 “three living personalities”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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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특별증얶 B, No. 7. 62, 63 (1905)

“Our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God has made with those who bind themselves up with Him, to stand with
Him, His Son, and His Spirit in holy fellowship. Have you been born again? Have you become
a new being in Christ Jesus? Then cooperate with the three great powers of heaven who are
working in your behalf (MS 11, 1901).” {7BC 908.11}
직역: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것은 그분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그분이 맺은 얶약의 성취이다.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의하여
일하고 있는 하늘의 세 큰 능력들과 협력하라.” (원고 11, 1901) {7BC 908.11}

“Those who believe the truth should remember that they are God's little children, that they
are under His training. Let them be thankful to God for His manifold mercies and be kind to
one another. They have one God and one Saviour; and one Spirit--the Spirit of Christ--is to
bring unity into their ranks. {9T 189.3}
직역: 진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이 그분의 훈렦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서로간에 친절해야 한다.
그들은 한 하나님과 한 구주와 그들의 대열에 연합을 가져다 죿 한 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증얶 9 권 189)


하늘의 세 큰 능력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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