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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l to Arms 

The Holy Spirit is sounding an alarm in every Church and this alarm is for four groups 
of people in particular: 

To awaken God’s people in the _______________ 
…to recognize the days and times we are living in and to hear what the Spirit of the 
Lord is saying to the Churches. 

To those who have _______________ and been _______________ of Churches 
…but have never surrendered their lives to Him and don’t know Him - to them the 
alarm is of great urgency to get right with God. 

To those who feel they are in a time of life when they can __________ down 
The alarm of the Holy Spirit comes to alert these people that as long as there are those 
around us who don’t know Jesus as Savior and Lord, we cannot stop working, 
preaching, and making disciples. 

To those who’ve put their __________ on the Church & added the ways of 
__________ 
3 They set the ark of God on a new cart and brought it from the house of Abinadab, 
which was on the hill. Uzzah and Ahio, sons of Abinadab, were guiding the new cart 4 
with the ark of God on it, and Ahio was walking in front of it. 5 David and all Israel 
were celebrating with all their might before the Lord, with castanets, harps, lyres, 
timbrels, sistrums and cymbals. 6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Nakon, 
Uzzah reached out and took hold of the ark of God, because the oxen stumbled. 7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Uzzah because of his irreverent act; therefore God struck 
him down, and he died there beside the ark of God. 2 Samuel 6:3-7 NIV 

22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23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Ephesians 1:22-23 
ESV 

전쟁을 준비하라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에 경보를 울리십니다 그리고 이 경보는 네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입니다: 

__________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날들과 때를 인식하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_______________ 과 예배에 __________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그들의 삶을 주께 결코 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이 경보는 하나님과 바르게 되
기 위한 커다란 절박함 입니다. 

그들이 __________할 수 있을 때 인생의 때가 이르렀음을 느끼는 그들에게 
구원자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한 이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성령님의 경보가 임하십니다. 

__________의 길과 교회를 _______________ 사람들에게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
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
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
엘하 6:3-7 

2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3 찬송하
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22-23 



성령님의 경고
Caleb Evans 목사님: 2022년 08월 28일, 주일

FREEDOM | STRENGTH | PURPOSE 자유 | 능력 | 목적

Holy Spirit Alarm
Pastor Caleb Evans: Sunday, 28th August 2022

Discussion & Prayer Points: 
Discuss these statements: 

1. The Holy Spirit 'alarm' is clear and strong and demands a response from the 
Church because - 

a. For many years the behavior of the Church has been in rebellion to God. 

b. God is angry with the Church because it has not fulfilled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c. God is concerned the devil is winning the battle against Him. 

d. The Church must be awake to the spiritual state of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billions of people living in spiritual darkness having 
never hea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2. As you listened to the 'Holy Spirit Alarm,’ what feelings did you experience AND 
what did you hear God saying to you personally? 

3. We could discuss for a very long time why we think the Church needs such a 
strong wakeup call, but even if we discovered the true reasons it is quite possible 
nothing and no one would change. What will it take for the Church to move on 
from where it is now to fulfill the mandate of God? Who must take 
responsibility?

토의& 기도제목: 
이 말씀들을 토의하시오: 

1. 성령님의 경고는 분명하고 강하고 교회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 

a. 오랫동안 교회의 행동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b. 모든 족속을 제자삼으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교회가 수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진노 하십니다. 

c.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 하십니다. 

d.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십억명의 영적인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성령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
씀을 들으셨습니까? 

3.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를 왜 필요로 하는지 토의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아무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발견할 지라도,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에 전념해야 하나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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