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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신을둡는-천구
YOUR HELPFUL FRIEND

by L.Jeter Walker

국제성경통신학교옮김



You Have
a Friend-

the Holy
Spirit

Today，more than ever before in the history of the
world，people are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They have discovered that He is a Person ，
not just an influence. He has brought new life and
power into thousands of churches. And millions today
are discovering what the early Christians meant when
they talked ab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 t."

In The Pentecostal Evangel. Robert C.
Cunningham wrote about the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be filled with God?" He said this: "We know
what it means for a person to be filled with fear，don’l
we--{)r filled with envy，or anger! . . . Itmeans that
these strong forces urge him to actions which express
the spirit that has gained control of him."

"Here then is the real glory of Pentecos t.God the
Holy Spirit comes into the lives and bodies of men
and women to such an extent that they are filled with
His presence .... The Lord suddenly comes and fills



당신에겐
성령 이라는

친구가
계시다

오늘날은 역사장의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성령이 단순
한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
니다.성령은 하나님의 몽된 많은 교회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그리고 이제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알게되
었습니다.

「오순절복음」이라는책에서 로버트 c. 코닝햄은 “성령으로
충만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7"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사람이 두려움 또는 시기，
분노로 가득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즉
이와같이 강한 힘들이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정신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도록 주장하는 것이다 .J

「하나님즉，성령은 우리의 삶과 육체속에 성령의 엄제하심
으로 가득찰 때까지 우리들에게 오신다.그때에 오순절의 진정
한영광이 있는것이다.
주님은 홀연히 오셔서 성전을 채우시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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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temple! Human beings become temples of
God-think of it!May we learn again the unutterable
wonder of being filled with God."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He Is a Special Friend
He Will Help You
He Will Teach You
He Will Make God Real to You
He Will Fill Your Life with Love

HE IS A SPECIAL FRIEND

Someone asked a great man the secret of his
success. He answered: "I had a friend." He let
everyone know that without the help of his friend his
life would have been a failure. His friend had hel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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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이 되는 것이다.생각해 보라 열마나 기쁜일인가 !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말할 수 없는 놀라움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1과에서공부할 내용〉

성령님은 특별한 친구시다.
성령님은 당신을 도와 주신다.
성령님은 당신을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신다，
성령님은 당신의 생활을 사랑으로 채워 주신다.

생령님은 특별한 친구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
다 r나에게는 말 할 수 없이 좋으신 친구 한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의 생애는 실패했을 것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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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encouraged him，and st∞d by him. His friend
loved him ，had faith in him，and made his life
worthwhile. Do you have a friend like that? You need
one.

What kind of friend would you like to have? You
would want him to love you，to care about you and
your problems ，to share in your happiness. You would
want him to be perfectly frank with you，to tell you
the truth even when it hurt，to point out your faults
with kindness in order to help you do better.

Maybe you would like your friend to be wiser，
stronger ，and better than you are. Then he would
teach you and help you day by day. He would answer
your questions. He would help you with all your
problems. And the more time you would spend
together ，the more like your friend you would
become-stronger ，wiser，better than you are now.

Jesus Christ was this kind of friend to Peter ，
James ，John，and the other disciples. He was a friend
of sinners. He forgave their sins and gave them a
clean new life. He was a friend to all who wanted His
friendship: rich or poor，sinner or saint，ignorant or
well-educated of any race or nation. He gave them a
richer ，deeper ，more unselfish love than they had ever
known before-the love of God. He taught lhem l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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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그 친구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신용할
뿐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가르치시
며，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주셨습니다.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는 당신이 보는 바，이처럼 가치 있고 승리적인 생활
을하게 된 것입니다 .J

당신에겐 이같은 친구가 계십니까?반드시 당신도 이같은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의 당연 문제
를 돌보아 주며 당신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탤어 놓고 당신을 대하
며 당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당신의 결정을 지적해주
기를원할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당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모든
점에서 훌륭하기를 원할 것입니다.그래야만이 당신을 매일매
일 가르쳐주며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는 당신의 질문
에 대답해 줄 것이며，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이같이
훌륭한 친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당신 역시
그 친구를 닮아가서 더욱 현명해지고，더욱 건강해지며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요한，야고보 및 그의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친구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친구로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또한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거
나，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무식한 자거나 유식한 자거나，
어떤 종족과 국민의 어느 누구던 간에 예수님의 우정을 원하는
지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예수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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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He helped them with all their problems.

But Jesus was limited by a human body. He could
be in only one place at a time. He could not be with
all of His friends who needed Him. So Jesus told his
followers that he would go back to heaven and send
them another Friend and Helper who could be with
them all at the same time，wherever they were.

John 14:16-17.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who will s띠Y with you
forever .... The world cannot receive him，because
it can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remains with you and is in you.

This helper that Jesus promised to send is the H이y
Spirit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He is just like
God the Father and Jesus Christ the Son in His nature ，
power ，and purpose. He knows all things. He has all
power. He does not have a body but can be
everywhere at the same time. Jesus sent the Holy
Spirit ，just as He promised to do，so that He could
live in those who would receive Him. He has come to
do for you what Jesus did for His followers.

John 16:7. Itis better for you that I go away ，
because if I do not go，the Helper will not co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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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지 못했던 풍부하고도 깊은 헌신적 사랑，즉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그들에게 진리와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다시 말해 같은 시간에
무소부재(無所不在)하질수 없으셨던 것입니다.그러므로예수
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그들을 도와줄 나와 똑같은 한 친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간
에，같은 시각에 그들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
다

요핸음 14: 16-17 내가 아버지께;구하겠으니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회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
나 너회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회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보혜사가 바로 성령
님이십니다.성령님은 삼위일체(三位-體)하나님의 제 삼위되
시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성자 하나님(예수그리스도)과성질
과 목적과 능력이 동일(同-)하시며，전지전능(全知全能)하시
며，육체를 갖지아니하셨으므로，같은시간에 무소부재(無所不
在)하십니다.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 과연 약속하신대로
성령님을 보내 주셨으며 성령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속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성령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
게 해 주셨듯이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 7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회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회에게로 오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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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But if I do go away，then I will send him to
you.

Do you sometimes feel that no one understands
you or cares about your problems? God does! He
knows just what you need. He loves you so much that
He has sent His Holy Spirit to be your special Friend
and Helper.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about how
the H이Y Spirit came，what He did for the early
Christians ，and what He will do for you. With the
Holy Spirit as your Friend，you never need to feel
lonesome or helpless again.

‘응=췄 For You To Do

1~:~orize ，?hn l~: 1~-17. T~_in.k:b~u.t w~.~t!e~us
did for people and what the Holy Spirit will do for
you.

2 The "Helper" Jesus promised to send is

HE WILL HELP YOU

Jesus promised to send another Helper. The word
He used in Greek was Paraclete. which is sometimes
translated Com forter.Itmeans "someone called
alongside to help." The other titles of the Paraclete
show you what Hi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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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회에게로 보내리니

당신은 때때로 아무도 당신을 이해 해주지 않으며 당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돌보아 주지 않아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
까?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무관심할지라도，또한 버릴지
라도 하나님께선 그렇지 않으십니다.하나님께선 당신의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므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특별한 친구요 조력자가 되게 하셨습
니다.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초대 교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당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시는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성령님을
당신의 친구로 모시게 되면 당신은 외롭다거나 도움받을 길
없는 무력함을 다시 느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췄
|과제11 요한복음 14: 16-17을 암기하십시요.

당신은 성령님에 대하여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또한 성령
님을 당신의 친구로 모시길 원하십니까?

l과제 21 이 세상의 친구들이 어떻게 당신을 도우는지 생각
해 보십시요.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성령께
서 당신을 위해 해주실 일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당신을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보혜
사”란말에 사용된 단어는 Comfoter(컴휘터 )라고번역되는
패러크리토스로서 “도와주려고곁에 부름 받은 자”의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성령의 여러가지 명칭들이 성령의 능력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바로 어떻게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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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ow He will help you. He is called the Spirit of
life，the Holy Spirit or Holy Ghost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Christ ，and the
Spirit of God. Whatever your problem may be，your
Helper has the solution.

The Spirit of Life
Do you need healing for your body?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ick people are being healed
miraculously today in answer to prayer. Deaf ears
hear again. Blind eyes see. Paralyzed people throw
away their crutches and walk once mor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 t.He is the Spirit of life who gives
life to all living beings. He has worked through Jesus
to heal the sick and still does the same work.

In the next lesson you will study more about how
the Spirit of life gives you life and health for both
body and soul-a joyf 비，satisfying life on earth ，and
glorious ，everlasting life in the world to come. But in
order to enjoy the life that the Spirit gives ，you must
let Him lead you.

Romans 8:5-6. Those who live as the Spirit tells
them to，have their minds controlled by what the
Spirit wants. To be controlled by human nature
results in death; to be controlled by the Spirit
rcsu lLs in life and peace.IY‘5 For You To Do

3 In your noteb∞k，list the seven titles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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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당신에게 보여 줍니다.성령님은 생명의 영，성신 혹은
성령，진리의 영，지혜의 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a로 불리워집니다 어떠한 문제에 당신이 당면하고 있더라
도 성령께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의영

당신 육신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오늘날도 세계 각처에
서 기도응답으로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있습니다，귀먹어리
가 들으며 맹인이 보게 되고 중풍 병자가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갑니다.이렇게 성령님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부여하시
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들
을 고치셨으며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섭니다

다음 과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명의 영이 당신의 영 �육간에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즐겁고도 민촉스러운 생애
를 누리게 하시는지，내세에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성령
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인도하시게끔 당신 자신을 그에게 전적
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 5-6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췄
{과제31 성령님의 7가지 명칭을 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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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d Roman_s_8_:5-~~e.v하al times. Think about the
changes the Holy Spirit can make in your life.

The Holy Spirit

Do you find it hard to live the right kind of life?
Do you want to be a better Christian? Your Helper is
the Holy Spirit ，or Spirit of holiness. Holy means
"separated from sin and given to God." The Holy
Spirit shows us how terrible our sins are and helps us
get rid of them. As we let Him have His way，He
leads us closer to God and away from such sins as
pride ，selfishness ，stubborness ，bad temper ，prejudice ，
hatred ，resentment ，laziness ，self-pity ，rebelliousness ，
greed ，and immoral thoughts or actions.

Maybe you need help to get rid of some bad habi t.
Ifyou are a Christian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 t.He will help you get rid of any habits that
would harm your body. Thousands of drug addicLs
have been set free by the Holy Spiri t.Medical science
and social workers had been able La give them only
temporary relie f.In a last desperate effort to "kick the
habit ，" they turned to God for help. After accepLing
the Lord Jesus as their Savior they asked Lhe Holy
Spirit to fill them and give them power to live for
God. When the Holy SpiriL filled them，He delivered
them from the drug habi t.He filled them with the
love of God and the desire to help others. Man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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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제 41 로마서 8: 5-6 을 5번씩 읽으십시요.

성령

당신은 의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까?당신은 더 훌륭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보혜사 또는 조력자는 성령이십니다. “성스렵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의미합니

다.성령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들에
게 보여주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 주섭니다.우리가 성령님
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교만，이기심，고집，악습，편견，증오，
분노，나태，자기연민，배반，탐욕，더러운 생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당신은 어떤 악습을 없애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
다.만일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의 폼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그러므로 성령님은 당신의 영혼과 몽을 해치
는 어떠한 악습도 당신을 도와 없애십니다.많은 수의 젊은
마약중독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뼈해l서 해방되었습니다 의학
및 사회적 조처는 그들을 다만 일시적으로 구제할 뿐이었습니
다 그 악습을 버리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간구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간구하였습니다.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히 채워주
시자 그들은 마약이라는 악습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도우려는 의욕을 그들에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 중 여러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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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preaching the gospel.Their lives are clean
because of the Spirit of holiness in them.

1 Peter 1:2. You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the Father and were made a holy
people by His Spirit.

‘~...좋 For You ToDo

5 Do you have any sins or bad habits from which
you want the Holy Spirit to free you? Write them
down just for you and Him to see. Ask Him to
take control and deliver you from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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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재
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
다.

베드로전서 1: 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짐을 따라 성령
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

‘~..좋
I과제 5\ 당선은 버리기 원하는 죄나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

까?당신과 성령님께서 함께 보시도록 그것들을 적어보십시
요.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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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ILL TEACH YOU

The Spirit of Truth

Just as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e truth and
answered their questions，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He will answer your questions about God. He
will show you the purpose of life. He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Bible. Things that used to puzzle you
will suddenly become clear. Jesus said:

John 16:13 (NIV). But when He，the Spirit of
Truth comes，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Recently some seminary students received the
Holy Spirit.Bible truths suddenly "came alive" for
them. Their teachers were amazed at thei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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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은 당신을 가르치신다

진리의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의 물음에
대답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치십니
다.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의문에 대답해주시
며 인생의 목적을 보여 주십니다，또한 성령은 당신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당신을 혼란케 만드는 것들로
부터 명확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리

어느 신학교 학생들이 근래에 성령을 받았습니다.그러자
그댐게 성경，진리가 갑자기 환하게 햄졌습니다. 그들의
선생님들은 그들이 보여준 영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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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morize John 16:13

7 Do you wanlthe Spirit of Truth to teach you?

The Spirit of Wisdom

Do you wonder what you should do or how to
solve your problems? The Spirit of wisdom has come
to help you. He will lead you and show you what is
best for you. In Lesson 4 you will study about how
He will do it.

Do you want wisdom to work for God? In Acts you
see that the deacons ha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order to do their work as they should. Maybe
you teach in Sunday school，do personal evangelism，
or preach. The Spirit of wisdom wants to fill you and
help you just as He did the workers in the early
church.

Acts 6:10. But the Spirit gave Stephen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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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놀랐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ξ=}펀
I과제 6\ 요한복음 16: 13을 암기하십시요.

l과제 71 진리의 영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지혜의영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까?지혜의 영이 당신을
도우려 오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인도하여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유익한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갑써l서는성령께서 당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당신은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이 마땅히 해야할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했던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마 당신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개인적
으로 전도하기도 하며 설교도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가
초대교회 시절에 하신 것과 똑같이 당신을 채우셔서 당신을
도와주시길원히집니다

샤도행전 6: 10 스데반이지혜와성령으로말함을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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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that when he spoke ，they could nol refule
him.

!긍=→、i For You To Do

8 Do you need lO be filled wilh lhe Spiril of
wisdom?

HE WILL MAKE GOD REAL TO YOU

The Spirit of God

Docs God seem real lo you? Is He a far-off Ruler
lhat you call on only in limes of greal crises? Or a
loving heavenly Falher who cares aboul every delail
of your life? Are your prayers lillie speeches lhal you
make because of a sense of dUly? Or frank
conversalions wilh your Falher? The Spiril of God
has come lO help you know God beller.

1 Corinthians 2:10-12. God made known his
secrel by means of his Spiri t.The Spiril searches
everylhing ，even lhe hidden deplhs of God ’s
purposes .... Only God’s Spiril knows all aboul
God .... We have received lhe Spiril sent by God，
so lhal we may know alilhal God has give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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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당치 못하여

‘~..췄
l과제 81 당신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생령은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신다

하나닙의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은 체험해 보셨습니까?하나님은
당신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만 찾는，멀리 떨어져 계신
지배자입니까?아니면당신생활의 모든세세한일까지 돌보시
는사랑이 많으신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당신의기도는의무
감 때문에 하는 형식의 기도입니까?아니면 당신의 아버지와
나누는 솔직한 대화입니까?하나님의 영은 당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잘알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련도전서 2: 10-12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아무도알지 못하느니라우리가세상
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
니 이는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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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1:16-19. I ... ask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to give you the
Spirit，who will make you wise and reveal God to
you，so that you will know him. I ask that your
minds may be open to see his light ，so that you will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how rich arc the wonderful blessings he promises
his people ，and how great is his power at work in
us who believe.

‘~..했 For You To Do

9 ~~ad~~p~~si~n~ !:1~6- ~9se~e~al times .. ~ak:
this prayer your own. Pray it for yourself and
others.

10 ~cc.ordi~g .t~ 1 ~?~inthians 2: I~O-12. how does
God make Himself known to us?

The Spirit of Christ

The Holy Spirit of Christ made Jesus real to you
when He saved you. He let you Imow that Jesus is
more than a great Teacher who lived long ago. He
introduced you personally to Jesus ，the Son of God，
and heψed you accept Him as your Savior ，Lord，and
King. He joined you to Christ and made yo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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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 16-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안에서 그 기엽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구하노라

‘~..좋
|과제91 에베소서 1: 16-19을 여러번 읽고 당신 자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이같이 기도하십시
요.

|과제101 고린도 전서 2: 10-12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의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순간 당신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오래 전에 살아 계셨던 위대한 선생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성령님은 당신에게 하나
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 주시며 당신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주님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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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His body，the church. This union is so real
that Christ lives in you by His Spiri t.

Romans 8:9. Whoever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The H이y Spirit was with the followers of Jesus
before the Day of Pentecost ，but Jesus promised that
He would come in a new way and fill them. Jesus
Himself would baptize them with the Holy Spiri t.
When he baptized them，the Holy Spirit taught them
more about Jesus 하Id gave them power to tell others
about Chris t.

In the same way today，all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have the Spirit of Chris t.But Jesus wants
to baptize them in His Spirit so that they can be more
effective witnesses for Him. You will study about this
late r.

John 15:26; 16:14. "The Helper will come-the
Spirit ，who reveals the truth about God and who
comes from the Fathe r.I will send him to you from
the Father ，and he will speak about me. He will
give me glory，because he will take what I say and
teII it to you."•→‘s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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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 들이게 하십니다.성령은 당신을 예수님과 결합시쳐 주님
의 몽되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며，그 결합은 실제적인
것으로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통하여 당신 마음속에 내주
하시는것입니다

로마서 8 ‘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의 사람이 아니라

제 l과

성령님은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가 새로운 방법으로 오셔서 그들
을채우실 것이라고하셨습니다.그후예수님은 약속대로그들
에게 성령세례를 주셨으며，성령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사 예수
님에 대하여 더 알게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거듭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내주하고 계섭니다.예수님은 그들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더 훌륭
한 중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영으로 세례 주시기를 원하십니
다.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IS : 26; 16 : 14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회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것을 가지고 너회에게 알리겠음이니라

l종
l과제 111당신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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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real to you? Ifso，ask Him to do it.

HE WILL FILL YOUR LIFE WITH LOVE

What our world needs most today is unselfish love，
the love that only God can give. God can use you to
help meet that need if you let the H이Y Spirit fill you
with this kind of love.

In Old Testament times God talked with the
prophets and showed them His love. They told the
people about His love. But many people still thought
of God only as a strict judge ready to punish them for
their sins. Th~y did not understand that He wanted to

save them from their sin and be their Father.

Finally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live
among men and show them what God is really like. In
Jesus' teachings you learn about the wonderful love
of God for all mankind. In Jesus’life，you see this
love in action.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for you，
you see the proof of God’s love.

But what happened 2，000 years ago may seem far
away. We get taken up with the problems of
today-hunger ，violence ，crime ，wars-and wonder if
God really cares. We need to meet Him personally
and find out for ourselves that He does love us.

So the Holy Spirit has come to give you a personal
encounter with God. Just as Jesus came to revea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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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원하십니까?그러면 간구하집시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쟁형혼팡신의 생활을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이세계가 오늘날 가장 원하는 바는 헌신적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께 당신
자신을 내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그와 같은필요
를 채우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대변해 주었습니다.그랬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지은 죄를 별주는
무서운 심판관 이라고만 생각할 뿐 자기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심히 원하고 계신 것을
알지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그의 독생자(獨生-{-)예수그리스도를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당신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배우게 되었으며，예수
님의생애를통하여 당신은이러한사랑을행동으로직접 보았
습니다 당신을 위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
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득하게 느껴질 것입
니다 그리하여 기아，폭력，범죄，전쟁 둥 여러 문제를 당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
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도록 도와 주십니
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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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of the Father ，the Holy Spirit has come to reveal
the lov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He wilIpour
into your life such love that you cannot describe it.
He begins to do this when you are converted. When
you are baptized with the H이Y Spirit you may seem
to have even more capacity for God’s love. And down
through the years your life can overflow constantly
with the love of God as you 없e filIed again and again
with the Holy Spiri t.

Romans 5:5.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means of the Holy Spirit ，who is God’s
gift to us.

A five-way love fills your life:

1. God’s love for you
2. Your love for God
3. Love of other Christians for you
4. Your love for other Christians
5. Your love for everyonc clse

Persons who have becn filled with the Spirit
describe their expericnce this way:

"Itwas a baptism of love. I suddenly had a great
love for God and for His Word."

"Thc Holy Spirit gavc me a new love for my
family. friends. othcr Christians. and even for
persons who had been my enemies."

"The Holy Spirit made Calvary real to me. My
heart was filled with gratitude to God. A great love
for God welled up in me and burst from my lips in
praise to Him."

"Sobs shook my body as God’s love for lost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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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도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
다.또한 성령은 당신의 생활에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성령은 당신이 죄에서 돌이킬 때
당신의 생활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더욱많은 사랑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 뿐아니라 당신의 생활이 성령으로
거듭거듭 재충만 받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흘러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다섯가지의 사랑이 당신의 생활을 채움니다.

(1)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사랑
(2)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
(3) 다른 성도들의 당신에 대한 사랑
(4) 다론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
(5) 모든 사람에 대한 당신의 사랑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
다

“그것은사랑안에 깊이 잠기어 있는 것 같았고，나는 어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

“성령께서는나의 가족들，친구들，다른 성도들 심지어 나의
원수였던 사람들 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
습니다 ..

“그리고성령께서 나에게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며，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갔습니다 ..

“하나님의사랑이 나를채우자믿지 않는영혼들의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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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ed me and the Holy Spirit prayed through me
for their salvation."

Modern day experience follows the pallern in the
early church: "Sec how they love one another!"
Wherever you go you will appreciate the love of
Spirit-filled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And you
can enter into a life more joyful than you had
dreamed possible as you let the Holy Spirit fill you
with love.

‘~...~~ For You To Do

12 Memorize Romans 5:5.

13 ~hile stu~~in!_ ~~i~L~o~~s_~. ~;a? _~_t，l:a_s~__~
'-' chapter a day from the Book of Acts in yo따

Bible. Underline the name of the Holy Spirit
wherever you find it.Later you will report on
this.

14 Ifw~ want the ~oly Spirit t? ~:l~ us，t?~ ~rst
step is to recognize our need. Write an N after
each of His titles where you have a definite
need (help from the Helper ，etc.).

Helper
Comforter
Spirit of God .
Spirit of Life .

Spirit of Truth
Spirit of Christ
Spirit of Wisdom ..
Spirit of Hol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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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각 사람이 겪고 있는 체험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체혐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요’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주안에서
성령세례를 받은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
다.그리고 성령이 당신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면 당신은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더욱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췄
l과제 121 로마서 5장 5절을 암기하십시요

|과제131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사도행전을 적어도 하루
에 한장씩 읽으십시요.성령에 관해서 언급된 구절마다 밑줄을
그으십시요.그리하면 나중에 각장마다 몇번씩 성령이 언급되
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제141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이름들입니다.도움을 받。}야할 것에 “V" 표시를 하집시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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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
지혜의 영 .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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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go back and write and E (for experience) by
each title where you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help of the Holy Spiri t.Next. thank the Spirit for
what He has done for you already. Then pray for your
needs where you have written 뻐 N. Be definite. You
may want to write these needs out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and keep it in your Bible to remind you to
pray for them and to thank God as H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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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당신이 이미 경험한 성령의 도우심에 O표를 하섭시
요.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리
십시요.성령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시기 원하는 일들을 종이
에 적어서 당신의 성경 속에 꽂아 넣어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간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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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the Holy Spirit come? The Holy Spirit
has come，he said，to enable us to think God’'s thou-
ghts. Our natural thinking is self-centered; the di-
vine program calls for self-giving. We think of
ourselves; God thinks of others. So something must
take place that will bring man’s thoughts into line
with God’s thoughts. The coming of the Spirit was
intended to accomplish this.

The Holy Spirit came to enable us to share God’s
emotions. One of God’s emotions is love. Itis not in
man to yearn for the lost，to sacrifice strength and
time，to weep and pray for the fallen. Only God’s
Spirit can put that love in us.

The Spirit has come to enable us to pray God’s
prayers. to pray in God’s strength for the things God
wants us to receive. We do not know what to ask for，
and we have no ability to present ourselves to God.
So the Spirit helps our weaknesses.



생명을주시는
성령，

왜성령이
오셨는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우리 본래의 생각은 자이중심적이
나，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다른 사로딸을 생각하십니
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려면그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령이 오심은 이것을 이루려하심
입니다.

또한성령은우리로하여금하나님의 감정을 갖게하기 위해
서 오셨으며，하나님의 감정 중의 하나는 사랑이십니다.노력
과시간을 들여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 우리 인간 속에는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성령은하나님의 기도를하도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
다.즉，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
도록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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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Life and Health for Your Body
Life and Health for Your Spirit
Life With a Purpose

LIFE AND HEALTH FOR YOUR BODY

Life From the Spirit of Life

You have received from the Spirit something worth
more than all the silver and gold in the world-life.
Two of the titles of the Holy Spirit are Spirit of God
and Spirit of I따.Together with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He took part in the cre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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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에서 공부할 내용〉

당신의 몸을 위한 생명과 건강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과 건강
목적있는생활

당신의 몸을 위한 생명과 건강

생명은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생명
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성령의 두가지 명칭은 하나님
의 영과생명의 영이며 성령은성부하나님과성자예수그리스
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질 때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생명의
영이 이 땅위에 생명을 가져온 것이며 그가 생명을 불어 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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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The Spirit of Life brought life to this earth.
His life-giving power is the force that makes the laws
of nature function. Your Friend. the Spirit of life.
worked through these natural laws the miracle of life
and birth that brought you into the world.

Job 33:4. God’s spirit made me and gave me life.

‘~...좋 For You To Do

1Memorize Job 33:4.

2 Give tw~. tit~~s of the H이y Spirit that are
mentioned in this section.

Health From the Spirit ofLife

Who can give you new strength when you are
weak? Or vibrant health when you are sick? Who can
protect you against the poisons in your environment.
the diseases that you are exposed to? Who can give
you peace and joyful release from the nervous
tensions of your daily problems? Who can break the
power of drug or alcohol addiction? Who can make
the deaf hear. the blind see. and the paralytics walk
again? Who can heal cancer，leprosy. heart trouble.
and any other disease on earth? Your Friend. the Sp-
irit of life! The One who made our bodies knows
how to make them well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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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하나님의 법척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당신의 친구인
생명의 영은 생명과 출생의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용기 33: 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살리시느라

~ ..
췄
{과제11 용기 33: 4을 암기하십시요

I과제 21 위에서 말한 성령의 두가지 명칭을 말하심시요.

건강은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나 병들어 있을 때 누가 당신에게 새힘과
건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또한 당신을 주위 환경의 해독으로
부터 막아 주며 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누가 당신이 날마다 부딪치는 불안하고 불쾌한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당신에게 평안함과 유쾌한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
까?누가 약이나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하고 소경을 보게하며 절름발이를 다시 걷게 할 수 있겠습
니까?누가 마음의 근심，걱정과 이세상의 모든 질병으로 치료
할 수 있습니까?이는 당신의 친구인 생명의 영 곧 우리의
몽을 손수지으신 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하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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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it works in different ways to heal.Many
are healed when they accept Jesus as Savior; others，
when they are baptized in water or in the Holy Spiri t.
Many are healed instantly when prayed for; others ，
gradually. Some are healed while reading the Bible;
others while taking communion ，sitting in a church
service ，praying ，or going about their work. As God’s
children pray and believe ，the Spirit of life pours His
life and strength into the one for whom prayer is
made.

The Spirit of life brings health to the mind and
nerves as well as to the body. He delivers people from
depression ，fears ，and all kinds of mental illness. And
He sets people free from demon powers today just as
Jesus did when He was here on earth.

The Holy Spirit worked through Jesus to bring
heal iog and health to all who nceded it.

Acts 10:38. You know about Jesus of Nazareth and
how God poured out on Him the Holy Spirit and
power. He went everywhere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forG 때was with him.

After Jesus went back to heaven ，He sent the Holy
Spirit to take His place. The Holy Spirit filled the
believers and kept on doing through them the very
same miracles that He had done through Jesus.

Acts 5: 12，16. Many miracles and wonders were
being performed among the people by the apostles .
. . . And crowds of people came in from the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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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은 병을 고치시는데 있어 여러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병고침을 받았으며
어떤이들은 물 세례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간구 할 때에 빨리t

혹은 더디 니음을 받았습니다.어떤이들은 성경을 읽는 동안이
거나 기도하는 중，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동안 예배를 드리
는 중에，그들의 일을 하는 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기도할 때에 생명의 영은 자신의 생명과 힘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은 육체와 아울러 마음에도 건강을 가져다 줍니
다.생명의 영은 우울과 공포와 온갖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며，또한 생명의 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필요한 누구에게나 병고침과 건강
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성령과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
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자기 대신으로 성령을 보내셨
습니다.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던 기적들을 믿는 자들
을 통하여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5: 12，16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표적과 기사
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럼들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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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Jerusalem ，bringing those who were sick or
who had evil spirits in them; and they were all
healed.

The Holy Spirit gave the early Christians the
charismata or supernatural gifts that they needed to
carryon the work Jesus had begun. Nine of these gifts
are listed in I Corinthians 12. Three of them are gifts
of faith，healing ，and miracles.

I Corinthians 12:9-10. One and the same Spirit
gives faith to one person ，while to another person
he gives the power to heal.The Spirit gives one
person the power to work miracles.

Many Christians today recognize that what the
H이y Spirit did for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is God’s pattern for His church today. They ask
Jesus to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t and He does.
They ask for the Holy Spirit to manifest His gifts
through them and He does. As a result ，many are
receiving healing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answer to prayer.

James tells us what to do when we are sick. We are
to ask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for us-the
pastor ，the evangelist ，or the deacons. In the Bible，oil
is a symbol that represents the Holy Spiri t.People
were anointed with oil to show that they belonged to
God and trusted in His Spirit to work in them. The oil
doesn’t heal.The Spiri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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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얻으니라

성령께선 초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기 위해 필요한 charisma(카리스마)곧 9 가지
의 초자연적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이 9가지의 은사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그 중의 3가지
는 믿음，신유，기적의 은사업니다

고련도전서 12 : 9，10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을，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
게는 능력 행함을 .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베풀어진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베풀어진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그들은 성령충만을 주님께
구하고 또는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고 계섭
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가지 은사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며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고
침을받고있습니다

야고보선생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
쳐 주셨습니다.우리는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를 받습니
다 이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집사일 수도 있습니다.성경을
보면 기름은 성령을 상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성령이 그들속에 역사해주실 것을의탁하는표시
로 기름을 바릅니다 여기서 기름은 상징이며，병을 고치는
것은성령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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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5:14-15. Is there anyone who is sick? He
should send for the church elders ，who will pray
for him and rub olive oil on him in the name of the
Lord. This prayer made in faith will heal the sick
person; the Lord will restore him to health.

You too，as a believer in the Lord Jesus Christ. can
be used by the Holy Spirit to bring health to others.
You can show them in the Bible how Jesus healed the
sick. Let them know that He still answers prayer and
heals people toda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 t.Every believer in Jesus Christ has the right to
pray for the sick and expect them to get well.Why?
Jesus promised it! So believe!

Mark 16:17-18. "Believers will be given the
power to perform miracles: they will drive out
demons in my name; they will speak in strange
tongues; if they pick up snakes or drink any
poison ，they will not be harmed;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se will get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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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 5: 14-15 너희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당신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이므로 다른 사람을 건강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으며，당신은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로별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Ilt7쁨음 16:17 ，18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따르리니
곧 저회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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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For You To Do

Fill in the missing words.

3 Accordi :lg to Jesus' promise in Mark 16:17，18，

would place their

on the sick ，and the sick

would get

4 Does the Holy Spirit perform miracles of healing

today?

Resurrection From the Spirit of Life

The Holy Spirit raised up Jesus from the dead and
changed His body. The Holy Spirit lives in God’s
children now to give us the more abundant life that
Jesus promised. And some day He will give resurrec
tion life to all those who believe in Jesus. He will so
change our bodies that we will rise in the air to
meet Jesus. In our changed bodies we will never
again know weakness ，pain，disease ，or death!

Romans 8:10-11. But if Christ lives in you ，the
Spirit is life for you because you have been put
right with God，even though your bodies are going
to die because of sin. Ifthe Spirit of God，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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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췄
l과제 31마가복음 16 : 17，18에서 예수님께서는----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이라고 말슴하셨습니다.

{과제41성령은 오늘날에도 신유(병고침)를행하시고 계십니
까?

부활은 생명의 영으로부터

성령은예수님을죽은자가운데서 일으키시고신령한몸으
로변화시키셨습니다.성령은예수께서 약속하신풍성한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안에 거하십니
다.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
을 믿는 모든 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
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변화 시키실 것입니
다.우리 몸이 변화한 뒤엔 결코 약함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셔 8: 10，11 또 그리스도께서 너회안에 계시면 몽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페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회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페서 살리신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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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d Jesus from death ，lives in you，then he who
raised Christ from death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y the presence of his Spirit in you.

‘~..췄 For You To Do

5 Read Romans 8: to，11 several times.

6 Thank God for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LIFE AND HEALTH FOR YOUR SPIRIT

Spiritual Life

You need more than just life for your body. You
need the everlasting life that God has provided for
your spiri t.Jesus died in your place to give you that
life. And the H이y Spirit brings that life to you. The
change He works in you is so great that Jesus called it
a new birth. We also call it conversion ，indicating
change. No one can be God’s child or go to heaven
Without this miracle of spiritual birth. Jesus said:

John 3:6-7. "A person is born physically of human
parents ，but he is born spiritually of the Spiri t.Do
not be surprised because I tell you that you must
all be bor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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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회 죽을
톰도살리시리라

~ ..
췄

l과제 51 로마서 8: 10，11을 여러번 읽으십시요.

l과제 61 부활의 소oJ-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요

당신의 영을 위한 생명과 건강

신렁한생활

당신의 폼을 위하여 생명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위해서 예비한영생입니다.예수
께서는 당신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대신 죽으셨으며，
성령은 당신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당신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위대하여서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불렀습니다.우리들은 그것을 개섬(改心)이라고
말하며，이 놀라운 영적 탄생을 겸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ι7 육으로난것은육이요성령으로난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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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what the Holy Spirit does for you in
conversion:

o The Holy Spirit leads you to Christ The Holy
Spirit gets you ready for conversion by letting
you see that you are a sinner ，condemned to
eternal separation from God. He lets you know
that you cannot save yoursel f.He helps you
understand that Jesus died in your place. He
makes you want to leave your sins and accept
the forgiveness Jesus offers you. He makes
Christ real to you and helps you accept Him as
your Savior.

@ The Holy Spirit breaks the power that sin has
over you，gives you a ne'w nature ，and makes
you a child of God.

Romans 8: 2. For the law of the Spirit ，which
brings us life in union with Christ Jesus ，has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ans 8:14. Those who are led by God’s Spirit
are God’s son.

e The Holy Spirit comes to live in you，to help
you，lead you，and let you know that you are
now a child of God.

1 Corinthians 6:19.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who lives in
you，and who was given to you b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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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당신이 개심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

@ 성령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성령은 당신으
로 하여금 죄인인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알게 함으로서 개심하도록 준비시키시며，성령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성령
은 예수께서 당신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도
록 도와 주시며，또한 성령은 당신이 흉악한 죄에서 떠나
예수께서 주시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 성령은 당선을 억눌렀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당신에게 새 성품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하나님의 아들이라

@ 성령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도와주고 인도하며 그리고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고련도전서 6: 19 너희몽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회의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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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tians 4:6. To show that you are his sons，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Romans 8:15-16. For the Spirit that God has given
you does not make you slaves and cause you to be
afraid; instead ，the Spirit makes you God’s
children，and by the Spirit’s power we cry out to
God，"Father! my Father!" God’s Spirit joins
himself to our spirits to declare that we are God’s
children.‘~...췄 For You To Do

7 Do 따 steps here describe your experience of

conversion?

8 Ifs?mething seems ~issing in you~ exp야 ience，
go back over these three steps and pray about
each. Ask the Holy Spirit do His work in you.

Spiritual Health

I Thessalonians 5:23. May the God who gives us
peace ... keep your whole being-spirit ，soul，and
body-free from every fa비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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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셔 44: 6 너회가아들인고로하나님이그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어버지라 부르게 하셨
느니라

로마서 8 : IS，16 너회는 다시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췄
I과제 71 당신이 경험한 개심을 단계적으로 기록해 보십시

요.

l과제 81 만약 당신의 경험중 어느 것이 빠져 있다면 위의
3가지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각각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요.
성령께서 당신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요.

영적건강

데살로니가전서 S: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너회로 온전
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회 옹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홈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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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feed your body，clothe it，and take care of it
as best you can. Why? Because you want it to be
satisfied ，comfortable ，strong ，and healthy. You must
take care of your spirit too if you want it to be
satisfied ，happy ，strong ，and healthy.

Prayer is just as important to your spirit as the air
that you breathe is to your body. In the next lesson
you will learn how the Holy Spirit helps you pray.

God’s Word is food for your spiri t.The Holy Spirit
has come to help you understand the Bible. He is the
Author of the Bible ，so He understands everything in
it.Long ago the Holy Spirit had men of God write in
the Bible the things that you need to know.

2 I’eter 1:21.Men were under the control of the
Holy Spirit as they spoke the message that came
from God.

Jesus promised the disciples that when the Holy
Spirit came He would teach them. After they were
baptized in the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ey
understood God’s Word bette r.Many of those who
now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have the
same expenence.

John 14:26. "The Holy Spirit ...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make you remember all that I have
told you."

Nehemiah 9:20 (NIV). You gave your good Spirit
to instru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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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입는 것외에도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왜냐하면?몽이 강건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당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원한다면 당신의
육체처럼 영혼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공기가당신의 폼에 중요한것같이 기도는우리 영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다음 과에서는 성령이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씩이며，성령은 당선이 성경
을 잘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성령은 성경을
쓴 저자이시며，성경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성령께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알 필요
가 있는 것들을 성경안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ll : 21 예언은언제든지사람의 뜻으로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말한것임이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회를 가르치
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약속대로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있었습니다 지금도성령세례를받은많은사램들이똑같은
체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요한복음 14: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이름으로 보내
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회
에게 말한모든 것을생각나게 하시리라

느헤미아 9: 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저회를 가르치시
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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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book on the pentecostal experience，Kevin
and Dorothy Ranaghan included these testimonies
and many more like them.

"I suddenly found myself strongly drawn to the
scriptures. They seemed transparent to me. Prayer
became a real joy. "

"I went back to my dormitory room and stayed up
until 3 A.M. reading the book of Psalms and Acts.
I couldn’t put the Bible down. I wanted to read
more and more."

"Since this experience the Holy Spirit has taught
me more about scripture than I could have learned
in a whole lifetime on my own. When I read the
Bible now the words live because Christ lives for
me." (1969，pp. 37，64，68).

‘~..좋 For You To Do

9 Memo따e John 14:26.

10 Thi~k a~out your ~wn attitu~e toward Bible
- reading. Do you really enjoy it? Would you like

to understand i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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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과 도로디 �라나간이 쓴 오순절의 체험이란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간증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나는갑자기 내 자신이 성경 구절에 강하게 접근되어 있음
을 깨달았다 그 구절들이 나에게 선명하게 느껴졌으며，
기도를 진정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 되었다 ”

“나는기숙사로 돌아가서 새벽 3시까지 시편과 사도행전을
보았다.나는 성경을 엎을 수가 없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이
읽기를원했다"

“이러한체험 이후로 성령은 내 자신이 일생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은 살아 움직이었다.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췄
{과제91 요한복음 14: 26을 암기하섭시요

l과제 10)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십
시요 당신은 정말로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성경
을 보다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되길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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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ank C!.0~ for the Bib~e~n~ ~?~the p디vilege of
prayer. Before you read the Bible every day，ask
the Holy Spirit to speak to you through it.

Spiritual Growth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people say:
"Look at that boy! He looks more like his father every.‘
day!" As children grow up，they usually do look more
and more like their parents. What about you? Do you
l∞k more like your heavenly Father every day? As
you let the Holy Spirit lead you day by day，you will
grow spiritually. Others will be able to see in you
these characteristics that make you look like your
he;lVenly Father. They are often called the fruit of the
Spirit.

Galatians 5:22-23. But the Spirit produce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
faithfulness，humility，and self-control.

When you were a baby，you were very helpless.
But as you grew，you became stronger. You had new
experiences and learned to do many things that you
could not do before. God leads His children into
many new spiritual experiences too: blessings，tests，
and work to be done for Him. These experiences will
help you grow spiritually.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is a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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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과제 111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요.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성경을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도록간구
하십시요.

영적성장

당신은 주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
니다 “저애좀 봐요 ! 저 애는 매일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애 !"아이들은 성장함에 따라 차츰그들의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입니다.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당신은 매일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까?만약 성령께서
당신을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면 당신은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며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
음을 나타내 주는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 특징들은
이른바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워 집니다.

갈라디아서 5: 22-23 오직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신이 어린아기였을 때는 펙 연약하나 성장함에 따라 튼튼
해 지고，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며，전에는 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
들을 시험이나 축복등으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도록 이끄시
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이 모든 경험은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들이 꼭 경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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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at God wants all of His children to have.
Itis also called "being filled with the Spiri t."
Remember that the Holy Spirit has the same nature as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 t.The Holy
Spirit wants to fill you so completely that your whole
nature will be saturated with the nature of God. The
nature of God is love and holiness. So when you are
full of the Holy Spirit ，you will be full of love and
holiness.

Think of a dry sponge. Ifyou put it in a bucket of
water，it soaks up eveη drop that it can hold. Take it
out and it just drips with water. Shake it，hit it，
squeeze it，and what happens? Itjust gives out the
water with which it is filled. You are the sponge.
Jesus wants to baptize you in the Holy Spirit，plunge
you imo the very Spirit of life until you soak up His
nature in every part of your being. When you are full
of the Spirit ，troubles may shake y()U，people may
strike you，but all the pressures of life just bring out
the love of God with which you are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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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영적체험으로 그것은 영으로 충만된 상태를 가리컵니
다.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
는 것을 기억하십시요.성령은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의 성품에 홈빽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그래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충만해
질 것입니다.

마론 스폰지를 생각해 봅시다.스폰지를 물이 가득한 그릇에
넣으면 스폰지는 빨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물을 흡수할 것이
며，그 스폰지를 다시 꺼내면 물방울을 떨어 뜨리게 됩니다.
그것을 흔들어 치고 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스폰지는 다만
지니고 있던 물을 내놓을 뿐입니다.당선도 이 스폰지와 같습
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영 가운데 들어와 당신의 구석구석에 그의 성품이 배이기를
원하쇠니다.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 많은 어려움이 당신을
흔들며，억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충만한하나님의 사랑만나타내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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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book，They Speak With Other Tongues. John
L. Sherrill tells about his baptism in the Holy Spirit:

At the actual moment of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there was one overwhelming impression: I
was bathed in，surrounded by，washed through
with love. . . . We are so concerned with the
power-aspect of the Holy Spirit.But the nature of
that power，I am convinced，is love. . .

The secret ingredient in this kind of transforming
holiness，I came to think，was love. When I came
into contact with love as an overwhelming
experience in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I
found that I had been cleansed，built up，healed. I
knew a kind of wholeness I’d never dreamed of.
(1965，pp. 130-131).

‘~...췄 For You To Do

12 ~~~ori~.~ Gal~때1S 5:22-23.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roduce these fruits in you.

13 Name two characteristics of the nature of G여
that people should be able to see in Hi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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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으로말함」이란책을 쓴 “존�엘 �쉐릴”은성령세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세례를체험하는 그 실제적 순간에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가졌다.나는 사랑으로 목욕하였으며 사랑으로
둘러 싸였다 사랑으로 씻기웠다 우리는성령의 능력을
맛 보았다.그러나 그 능력의 본질은 사랑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와같이 거룩하게 되는데 있어 그 비밀 성분은 사랑이라
고 나는 생각한다.내가 성령충만함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
님의 사랑을 맛 보았을 때 나는 깨끗해지고，개조되고，치료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나는 전에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완전함을 깨달았다"

~ ..
췄
I과제 121 갈라디아서 5: 20-23 을 암기하십시요.그리고

당신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

|과제131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가지 특성을 말하여 보십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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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WITH A PURPOSE

You weren’t born just to take care of yourself.
Your physical life has a purpose greater than just
taking care of your body. And your spiritual life is
more than just taking care of your spirit.You were
born to have a part in God’s great plan. He has a
speci외 plan for you-a work for you'to do.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you fit into God’s
plan. Let Him lead you and you will discover the real
meaning and purpose of life. He will give you a cause
worth living for and worth dying for-the cause of
Christ.The Spirit will make you a witness for Christ
in two ways: through your changed life and through
your words. He sets your feet on the road to heaven
and helps you invite others to go with you to your
heavenly home.

Acts 1:8.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you will be filled with power，and you will be
witnesses for me."

‘~-췄 For You ToDo

14 Thank the Holy Spirit for coming to be your
Friend and 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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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가진생활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
다.당신의 신체적 생활은 옴을 돌보는 일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적 생활은 당신의 영혼만을 돌보는 것보
다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햄과록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성령은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그리하면 당신은 인생의 참 의의와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또한 성령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거나 살 명분을 주실 것이며 당신의 변화된 삶과 말을 통해
당신을 그리스도의 중인으로 만들 것입니다.성령은 당신의
발을 천국가는 길위에 딛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도와 주십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시면 너회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
췄
l과제 141우리들의 친구와 조력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성령

께 감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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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le~ ，!his s없 ment We can have purpo빼
our lives if we allow ourselves to be l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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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lSI 아래 문장을 완성시키십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도록모든 것을 맡기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Helps You

Pray

Some students baptized with Lhe Holy Spirit have
wrItten:

"There was a newness in prayer ，a newness that for
many of us marked the beginning of a deeper faith
life. . . . Many were drawn to long periods of
prayer ，marked by the predominance of the praise
of God."

"Prayer became a real joy-the sense of the
presence and love of God was so strong that I can
remember sitting for a half hour just laughing out
of joy over the love of God."

"My times spent in prayer were the happiest times.
I was realizing Lhe joy of prayer. Praise of God was
something I had never done before. I always
prayed when I wanted something or in
thanksgiving ，or because I knew it was the thing
every good Christian should do in order to become
closer to God and to better his life as a Christian.



성령은
당신의기도를
도와주신다

다음의 글들은 성령세례를 받은 학생들의 간중문입니다.

“기도할때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이 더 깊은 믿음
생활의시작이라는 것을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
이좀 더오래 기도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이 연일 계속되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즐거워졌다.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반시간
동안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으로 싱글벙글 하던 것을 기억한다 ”

“나는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
워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괴로울 때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도했다.이제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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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t was joyful to pray to God in praise of
himsel f.I experienced an extreme closeness and
joyfulness while I prayed." (Ranaghan ，pp. 40-41，
64.80-81).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The Holy Spirit Teaches You to Pray
The Holy Spirit Helps You to Worship God
The Holy Spirit Helps You Confess
The Holy Spirit Shows You What to Ask
The Holy Spirit Prays Through You

THE HOLY SPIRIT TEACHES YOU TO PRAY

What is prayer in your daily life-a duty or a
conversation that you enjoy with God? Does God
seem near you when you pray? Are your prayers
answered? Do you want to work with God in prayer
and see wonderful results? You have a Friend who
specializes in teaching people how to pray-th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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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일은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기도드리는 동안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솟음과 더불어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

(3과에서 공부할 내용〉
성령은 기도를 가르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도우신다.
성령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도우신다
성령은 성도가 구할바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당신을 통하여 기도하신다.

성령은 기도를 가르치신다

당신은 날마다하는 기도를 고통스런 의무라고 생각하입니
까?아니면 하나님과의 즐거운 대화라고 생협냄니까? 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곁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과 동역(同投)하고，또 한 그놀라운 결과를 알고 싶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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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 t.

You have studied how the Spirit makes God real to
you. As He shows you how much God loves you，you
love God more and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Him in prayer. You know that God cares aboul you
and so you have confidence lO ask God for whal you
need.

The Spiril gives you failh lO ask and lhe assurance
lhal God has heard and will answe r.He uses God’s
Word lO teach you lo pray. The Bible lells you whallO
pray for，how to pray，and whal lO expect The Spiril
makes God ’s promises real lo you and helps you
claim them.

Prayer is talking wilh God. Itmay be spoken
words or just in your thoughts quielly lurned loward
God. h should be a two way conversalion-you
should Iislen to God as well as talk lO Him. And when
you speak lO God you should do lhree lhings:

1. Worship God.
2. Confess your faults.
3. Ask for what you want.

Think of your prayers as wheels that help you go
forward in your Christian life and seπice for God. A
wheel would not go very far with one section lef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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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성령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

쳐주고 있으며 당신은 성령이라는 친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공부해 왔으며，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서 당신은 하나님
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통하기 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있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섭니다.그는 하나
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며 성령
은 당신이 무엇을 위하여，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성령은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
이 당신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구 할
수있도록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소리내어 이야기하거나 조용
히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기도는 당신 혼자만의 일방통
행이어서는 안되며，당신은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께서 당신에게 응당하는것들을들어야하며 다음세가지 사항
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l 하나님을찬양
2. 죄의 회개
3. 원하는것의 간구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자전차 바퀴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한쪽
부분이 망가진 바퀴를 가지고는 멀리 못 간다는 것을 알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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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it?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you in eveη
part of your prayers.

‘응=췄 For You To Do

1What is prayer? .

2 ~ame ~r~ ~~ings that y~u should do in p때er.
Put an X beside any part that seems weak in your
prayers.

THE HOLY SPIRIT HELPS YOU WORSHIP GOD

What part does worship have in your prayers? In
worship you express your love for God. Ifthere is no
love，there is no true worship ，nothing but an empty
form. The Holy Spirit takes you into God’s presence
and helps you respond to His love. Sometimes the
words of a hymn express best the love you feel，so
you sing to God. Sometimes you praise Him in words
and sometimes in silent appreciation of His goodness.

Ephesians 2: 18. All of us ... are able to corne in
the one Spi디t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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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당신의 기도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온전하게 되길원하십니다

~ ..
췄
l과제”기도란 무엇입니까?
|과제21 당신이 기도 중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적으십시

요.그리고 당신의 기도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에 ×를
하십시요.

성령은하나닝께 예배하는될흘그로추선다

당신은 기도할 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업니까?
찬양이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
다 만약 찬양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니라
다만무의미한말뿐입니다 그러므로성령은하나님의 살아계
심과 그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찬송가의 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으며，찬송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l2: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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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ans 3:3. For we worship God by means of
his Spirit ... We do not put any trust in external
ceremo nICs.

John 4:24. God is Spirit ，and only by the power of
his Spirit can people worship him as he rcally is.

The great preacher Charles Finney wrote:

As I went in and shut the door after me，it seemed
as if I met the Lord Jesus Christ face to face ..
He said nothing ，but looked at me in such a manner
as to break me right down at His feel.I wept aloud
like a child ，and made such confessions as I could
with my choked utterance .... As I turned and was
about to take a seat by the fire，I received a mighty
baptism of the Holy Ghos t....No words can
express the wonderful love that was shed abroad in
my hear t.I wept with joy a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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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립보서 3:3 하나님의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
이라.

요한복음 4: 24 하나님은영이시니예배하는자가신령과
진정으로예배할찌니라

위대한 부홍사 찰스 �피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예수님과 정면
으로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내가 그의 발 밑에
끓어 엎드렸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나를 내려다
보고 나는 어린애와 같이 큰 소리로 영영 울었다.그리고
목메인 음성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허물을 자백했
다.그런 다음 돌아서서 불 곁으로 가려고 할 순간 나는
놀라운 세례를 받았다.이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기쁨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나는 사랑과 기쁨
에 넘쳐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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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make worship a part of your daily
life? You can do it by cooperating with the Holy
Spirit in these five ways:

o Read a Psalm every day. The Psalms will help
you appreciate God more.

@ Notice the prayers in the Bible. They are a
pattern for you.

t)When you pray. worship God first before
asking Him for your needs.

Psalm 100:4. Enter into his gates with
thanksgiving，and into his courts with praise: be
thankful unto him.

o Sing songs of worship and thanksgiving. Sing
to God at home or in church. Think of the
words and mean them. The Holy Spirit may
even give you a new song of worship to God.

Ephesians 5:18-20. Be filled with the Spirit....
sing hymns and psalms to the Lord. with praise in
your hearts. . . always give thanks for everything
to God the Father.

o Ask the Holy Spirit to help you. Many of those
who have bee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ell
of the new joy and freedom that they find in
worship.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you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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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매일 매일의 일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당신이 원한다면 다음의 다섯 사호L을 지킬
때 성령께서 협조해 주시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시편을 매일 한편씩 읽으십시요.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들을주의 깊게 보십시요.그것
들은 기도의 좋은본보기입니다.

@ 기도할 때，먼저 하나님을 찬OJ'하며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시펀 100: 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
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그 이름을 송축
할찌어다

o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요.집에서나 교회서나 어
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하면 성령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찬향}는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설 것입니다

에베소서 5: 18-20 성령의충또별받으라시와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회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도움을구하십시요 성령을충만히받은사로 L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서 새로이 발견한 기쁨과 자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성령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시기를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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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For You To Do

3 Thank God for sending lhc Holy Spirillo help you
worship Him. Then for several minulcs lhank and
praise and worship God wilhoul asking Him for
any Lhing.

4 Read Ps~l~ 145 aloud lo God. Sing a worship
song to God.

5 ~rite :. li~l~of 빼 gs lhal you arc 뼈nkful for
Thank God for lhem.

THE HOLY SPIRIT HELPS YOU CONFESS

Have you ever felt that you were praying against a
wall and couldn ’t get lhrough lo God? The Holy
Spirit wants to help you get rid of anything that
hinders your prayers. Think of how a child acts when
he is disobeying his father. Is he glad to see his
falher? Docs he run lo meel him or Slay oul of his
way? Ifhe needs his falher ’s help ，his guil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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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제 31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섭시요.또한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
하도록 도외추실 것을 구하집시요 이제 몇분 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찬송하십시요.

l과제 41시편 145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요.그리고 찬양에
관한 노래를 하나 불러보십시요.

l과제 5) 당신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요.

성령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도원l다
당신은 기도하는 중 “내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면 어쩌나”하고생각해 본 적은 없습
니까?성령은 당신이 기도할 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
도록 도와 주십니다.예를 들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어린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아버지가 돌아올 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그렇지 않으면아버지의 눈을피해서 딴곳으
로 달아나겠습니까?그 아이는 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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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He needs to confess what he has done，ask his
father to forgive him，and stop disobeying. When he
does this，he is reassured of his father's love and has
confidence to ask for help.

The same thing happens between us and God.
However，we are often blind to our own faults. So the
Holy Spirit helps us by showing us our fa비ts. He
shows us how terrible sin is and helps us confess our
sins to God. Ifwe have wronged others，He tells us to
ask their forgiveness too and helps us do all we can to
make things right.This has been a part of revivals
ever since Bible days.

Jonathan Goforth gives many examples in When
the Spirit ’s Fire Swept Korea. For months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aries had been
meeting daily to pray for reviva l.A great revival
came which went on for years and produced strong，
spiritual churches. Itbegan in one of the outstations
of Ping Yang.

While conducting the service in the usual way
many commenced weeping and confessing their
sins. Mr. Swallen said he had never met with
anything so strange，and he announced a hymn，
hoping to check the wave of emotion which was
sweeping over the audience. He tried several
times，but in vain，and in awe he realized that
Another was managing that meeting.
After this，the mother church in Pi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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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라도 죄의식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그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불순
종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되고 필요한 것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려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
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열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령은 그 사햄에게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외4'십니다.이것이야말로 역대로 부홍을 일으켜온 한 요소
가되어왔던 것입니다.

�‘요나단�고휘르드”라는사람은 그의 저서 「성령의불이
한국을 휩쓸었을 때」라는책에서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몇달 동안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날마다 서로 만나
부흥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마침내 놀라운 부홍이 일어나
는 튼튼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많이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부홍의 근원지는 “평양”의어느 변두리 정거장이었던 것이
다”

..평상시와 같이 예배는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울며
그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스왈댄씨는 나에게 말하
기를 자기는 이상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회중 전체위에 맴돌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킬
양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는 몇번이나 시도해 보았으나
헛수고 였다 마침내 그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이 회중위
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

이 일 이후 평양의 모(某)교회에서는 특별히 일주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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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special blessing during the week of prayer，
but it seemed their prayers were not answered. On lhe
last evening ，the 1，500 persons present were slarlled
when the leading man of the church. Elder Keel.
stood up and said lhal God could nOl bless lhem
because of'his sin. At the request of a dying friend. he
had agreed to adminisler his estale. But in doing so he
had kepl back a large sum of money for himsel f.After
confessing his sin. he said: "I am going lo give lhe
money back to that widow tomorrow morning."

Inslantly il was realized that the barriers had
fallen ，and that God. the Holy One. had come.
Conviction of sin swept the audience. The service
commenced at seven 0’clock Sunday evening. and
did not end untillwo 0’clock Monday morning ，yet
during all thal lime dozens were slanding weeping ，
awaiting their turn to confess.

IL paid well to have spent the several months in
prayer. for when God the Holy Spirit came He
accomplished more in half a day than all of us
missionaries could have accomplished in half a
year. In less than two monlhs ，more than lwO
thousand ... were converted.

By the middle of 1907 there were 30.000 converls
connected with the Ping Yang ceOler. IL was clear
that the revival had not died down by 1910. for in
October of that year 4.000 were baptized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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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축복하점을 간구했으나 그들의 기도
는 응답받지 못했다.마지막날 밤，교회의 지도자인 “걸”형제
(결선주목사)가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
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150
0여명의 사로l들은 깜짝 놀랐다.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죽어가
는 친구의 요청에 따라 그의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관리
하던 중 거액의 돈을 뒤로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백한 후 덧붙여서 “내일아침에 그 죽은 친구의 미망인에게
그 돈을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겁게 둘러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이 실감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일저녁 7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이 많은 사로L들이일어나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
였던것이다

몇달 동안의 기도가 헛되이 끝나지않은 것이었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우리 선교사 모두가 반년이 걸려야 해낼 수
있는일을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반나절도 안되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두달 동안에 약 2천명의 불신자가
주께 돌아왔다

1907년 중간쯤엔 평양교회를 중심하여 약 3천명의 결신자가
생겼다.그러한 부홍이 1910년까지 식어지지 않은 것의 분명
한사질은그해 10월 한주일동안 4천명이 침례(세례)를받은
것으로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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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Goforth ，pp. 9，12).

What happened at Ping Yang has happened time
and again all around the world in many different
churches.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As Christians
let the Holy Spirit search their souls He reveals the
hindrances to reviva l.When Christians confess their
sins and make things right with God and man，God
can use them for His glory. Revival comes. Prayers
are answered. Souls are saved.

2 Chronicles 7: 14. If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c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1 John 1:8-9. Ifwe say that we have no sin，we
deceive ourselves ，and there is no truth in us. But
if we confess our sins to God ，he will keep his
promise and do what is righ t:he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wrong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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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은 2세기에 있어 세계 각국의 많
은교회에서도 일어 났었다.그리스도 교인들이 성령으로 하여
금 자기들의 영혼을 감찰하시도록 내어 맡길 때 그는 모든 장
애물을 제거하시고 부홍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들이 죄를 자
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
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펠 때부홍이 일
어나고 기도가 응답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역대하 7: 14 내 이름으로 일걷는 내 백성이그 악한 길에
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요한I서 I: 8-9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안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질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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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 19:12，14. No one can see his own errors;
deliver me，Lord ，from hidden faults! May my
words and my thoughts be acceptable to you，0
Lord，my refuge and my redeemer!

Psalm 139:23-24. Examine me，0 God，and know
my mind: test me，and discover my thoughts. Find
out if there is any evil in me，and guide me in the
everlasting way.‘~...췄 For You To Do

6 Circle the letter before each TRUE statement
a In Ping Yang，the Holy Spirit directed many

people to confess and repent of their sins.
b 1 John 1:8-9 says that God will show us the

future if we confess our sins.
c Sometimes we nee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o see our own fa비ts.

7 Read Psalm 51

8 ~e~~~z:_ ~~h!onicles 7:14 and Psal~s .1~:~~，
14; 139:23-24. Repeat these verses to Go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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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펀 19: 12-14 자기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엽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펀 139:23- 갱 하나님이여나를살피사내마음을。}시
며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췄
I과제 6) 아래 글을 읽고 맞는 문장에 O표 하십시요.
a. 평양에서，성령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셨다.

b 요한 l서 1: 8-9 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c.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알기 위해 성령의 도움
을필요로한다.

l과제 71 성경을 펼치고 시편 S1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섭시요.

l과제 81 역대하 7: 14，시 19: 12-14 ，139: 23-24 를 암기
하십시요.하나님께 호납f는 마음으로 이구절을 반복하여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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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Holy Spirit to show you your faults. Ask
His forgiveness and help. Do what He shows you
that you should do.

THE HOLY SPIRIT SHOWS YOU WHAT TOASK

The Holy Spirit encourages you to ask your
heavenly Father for what you need. He reminds you
to pray for others and their needs. And He gives you
faith to believe God will give you what you ask.

Romans 8: IS. For the Spirit that God has given
you does not make you slaves and cause you to be
afraid; instead ，the Spirit makes you God’s
children ，and by the Spirit ’s power we cry out to
God，"Father! my Father!"

Philippians 4:6.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in all your prayers ask God for what you need，
always asking him with a thankful hear t.

But sometimes you don’t even know what you
need. You might ask for the wrong things. So the
Holy Spirit ，your helpful Friend ，is right there to put
in your mind what to ask in prayer both for yourself
and for others.

God has chosen to work through your prayers.
Where there is a need，He tells His children to pray.
Then He does what is necessary in answer to their
prayers. This is how He saves souls，sends revival ，
heals the sick，solves problems ，and supplie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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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을 기다리십시요.또한 성령께 당신의 허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그의 용서하심과 올바로 행할 수 있는 힘주실 것을
구하십시요

생령은 성도가 구해야 할 바를 보여주신다

성령은 당신이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그들이 당한 궁핍
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당신의 간구를 하나
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 IS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짖느리라

벌립보서 4 ’6 아무 것도 염려하지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너희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라

그러나 당선은 무엇이 필요한지 조차 모를 때가 있어서 어느
때는 옳지 못한 일을 위해 기도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께서는 당신의 마음 속에 계셔서 당신 자신과 다른 사힘룰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하나님
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홍하도록
도와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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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gives you the responsibility of praying for
your family，your friends ，your church ，your country ，
and your world. How you pray affects God’s work all
around the world.

The Holy Spirit may impress you to pray for a
certain person without letting you know what his
need is. Maybe the person is deaLhly sick ，or in greaL
danger ，or facing a Lerrible tempLaLion，or in urgent
need of supernatural power to do God’s work. Your
prayers will help him.

A ChrisLian on Lhe wesLern coasL of Lhe United
StaLes said to his pas Lor，"I had a wonderful
experience Loday. God spoke to me and Lold me to
pray for someone by the name of Alva Walker in
Africa. I prayed until I fell the assurance thaL God had
answered." Half a world away a missionary named
Alva Walker had been dying wiLh blackwaLer feve r.
While his unknown brother in ChrisL prayed ，he fell
asleep and woke up on his way to recovery. His life
was saved because someone obeyed Lhe Holy Spirit

Ephesians 6: 18. Pray on every occasion ，as Lhe
Spirit leads. For this reason keep alert and never
give up; pray always for all God’s people.

‘~-=췄 For You To Do

9 Memorize Philippians 4:6 and Ephesians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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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도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며，당신이 얼마나 기도하
느냐 하는 문제가 온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당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감동
시킬지도 모릅니다.아마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중병이
나 위험，아니면 무서운 시험을 당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상태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렬때，당신의 기도는
그를도와줄것입니다.

오레곤주 포트랜드에 사는 한 신도가 교회 목사님에게 다음
과 같이 맘했습니다‘“목사님，나는 오늘 이상한 체험을 했습
니다.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알바 �워커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지요" 사실인즉 지구 저 건너편 아프리
카 어느 지방에서 알바 �워커라는 선교사가 흑수열(黑水熟)
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지못하는 친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장이들
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
니다.

에베소서 6: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췄
l과제 91 빌립보서 4:6 과 에베소서 6: 18을 암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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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y fl“o아ro뼈therπs yoωumay know w빼ho are s았IIωu뼈j
~ this same course ，Your Helpful Friend. Also

pray for any of your friends or relatives who
need to know Jesus Christ and accept His
salvation.

THE HOLY SPIRIT PRAYS THROUGH YOU

The Holy Spirit will pray through you in your own
language with an intensity beyond your natural way
of praying. Itmay be for a need you have already fell.
Or it may be for a need that the Holy Spirit makes
you conscious of as He directs your mind and
feelings. The prayer pours out the depths of your soul
with great urgency. The Holy Spirit pleads with God
for your needs or for the needs of others.

As you pray you may feel a burden as if the
desperate need were your own. The Holy Spirit may
pray through you in weeping over a need you sense
but do not understand.

Hebrews 5:7. Jesus made his prayers and requests
with loud cries and tears to God.

Romans 8:26-27. The Spirit also comes to help us，
weak as we are. For we do not know how we ought
to pray ... the Spirit pleads with God on behalf of
his people and in accordance with his will.

Sometimes the Holy Spirit may want to pray
through you in a language that He and the Father
know but you don ’l.Paul calls this pray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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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제 101이 책을 공부하고 있는 다른 사땀을을 위해 기도하
며，또한 국제성경통신공과를 공부하도록 당신이 요청한 친구
들을위해 기도하집시요

성령은 당신을 통해 기도하신다

성령은당신이 쓰는언어로당신을통해 기도하시나당신의
기도방식을 떠나 보다 열렬하게 기도하십니다.아마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안일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간절한마음으로영혼의 갚은곳에서 터져나
와야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는 당신이나 다론 사람의 필요한
것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그 어떤 절실한 요구를 할 때에는 당신
자신이 적지않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
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에 대하
여 눈물을 흘리시며 당신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히프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

로마서 8:26-27 이와같이성령도우리의연약함을도우
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천히 간구하시느니
라 이는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성도를위하여 간구
하심이니라

때때로성령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밖에알지 못하는 언어
로서 기도하시기를 원 하십니다.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방언이
라고불렀습니다.



\04 3. The Holy Spirit Helps You Pray

tongues ，or glossolalia I

The Holy Spirit prays through you for details of
problems that you don’t need to know abou t.He takes
authority over the Satanic powers that would hinder
your prayers. He claims the victory and praises God
for the answer. And He expresses in the language of
heaven the love that you don’t know how to express.
the need that burdens your soul ，or the praise that fills
your hear t.

Paul taught the Corinthian church that letting the
Holy Spirit pray through them in tongues was
important. but that it did not take away their
responsibility of praying with their understanding
too. Both kinds of prayer are necessary.

1 Corinthians 14:2，14-15. The one who speaks in
strange tongues does not speak to others but to
God ，because no one understands him. He is
speaking secret truths by the power of the Spiri t.
For if I pray in this way，my spirit prays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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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성령은 당신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당신을 위하여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십니다.그는 당신의 기도를 훼방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강고 계시며 승리를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하시며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당신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나라 말로서 사랑을 속삭여서 당신의 영혼
을 괴롭히는 고민을 제거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련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또한 남이 일。뚫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즉 두가지가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련도전서 14: 2，14-15 방언을 뿔}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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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my mind has no part in il.What should I do，
then? I will pray with my spirit，but I will pray also
with my mind.

James 5:16. Pray for one another.

God offers you the exciting adventure of working
with Him. Let the Holy Spirit lead you，teach you to
pray ，and pray through you. You will see many
wonderful answers to prayer as you accept this
ministry.

~ ..
좋 For You To Do

11 Memorize Romans 8:26-27. The Holy Spirit
prays in accordance with whose will?

12 Do you ~a?t ~ ~~nistry of prayer? Begin n~~
Ask the Holy Spirit to make you sensitive to His
leading. Use your opportunities to pray at
church ，at home ，or wherever you are. If
possible ，join for an hour or more of prayer with
friends who know how to let the Holy Spirit
pray through them.

Now that you have completed the first three
lessons ，you are ready to answer the first s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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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
으로찬미하리라.

야고보서 5: 16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새롭고 흥미있는 사실
을 당신에게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또한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을 통하여 기도하시게 합니다.그렇게 할 때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될 것입니다.

~ ..
했

l과제 川 로마서 8: 26-27 을 암기하십시요.당신은 성령께
서 당신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l과제 121 당신은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지금부터 시작하
십시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곧 순종하십시요 교회나
집에서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가능하면 성령충
만한 사로l들과 함께 한 시간 또는 그 이상 기도하십시요.

3과까지 공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학생
보고서의 제l부에 있는 문제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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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tudent repor t.Review Lessons 1-3. then follow
the instructions in your student report for filling out
the answer sheet. Then return your answer sheet to
the address given on the last page of the student
rep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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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 -3과의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 보신 후에 학생보고서에
있는 설명에 따라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다
작성하신 답안지는 학생 보고서의 뒷장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
시면됩니다.



The
Holy Spirit
Leads You

The Bible says，"The Spirit has given us life; he must
also control our lives" (Galatians 5:25). That is，we must
not only receive the Holy Spirit，but we must also walk
in the Spirit.The apostle Paul had heard of some
Christians who were not walking in the Spirit.To them
he made this sad announcement:"You still live as the
people of this world live" (1Corinthians 3:3).

In his b∞k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Willard
Cantelon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walking in the
Spirit."No matter how much a man may receive from
God in spi디tual gifts，nothing is accomplished unless
that man walks in the Spirit" (p. 29). The Holy Spirit
comes to show us the truth. But how can he teach us
if we ignore the Bible，the Word of Truth? He has
come to give us power to witness and power to pray.
But how can He perform His great work through us
and in us if we keep silent about our faith and neglect
prayer?



성령이
당신을

안도하신다.

성경에는 “만일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갈라디아서5 :25)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사도바울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에게 “너희가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고런도산서3 : 3)
라고 슬픈 심정으로 말웅}고있습니다

또한 「성령세례」라는 책에서 윌러드 칸텔론은 .‘아무리
많은성령의 은사를받을지라도그가성령과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
다.그러나 우리가 성경 즉，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거나
기도하는데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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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Walking in the Spirit" means letting the Holy
Spiri니ead you. But just exactly how does He lead?
This lesson answers that important question.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You Have a Friend to Lead You
He Leads You by God’sWord
He Leads You by the Church
He Leads You by Spiritual Gifts
He Leads You by Visions and Dreams
He Leads You by Circumstances and Impressions

YOU HAVE A FRIEND TO LEAD YOU

How many times have you asked your friends.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Some people even
depend on horoscopes and fortune tellers. But you
have Someone much better than tha t.You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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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ι‘.'‘-~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
니다.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가?
당신은 이 과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4과에서 공부할 내용〉

당신에게는 당신을 인도해 주시는 친구가 계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성령은 영적 은사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환상과 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환경과 영감을 통해 인도하신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인도해주시는 친구가 계시다

몇번이나 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내가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 보았습니까?어떤이는 점성가나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능력을
가지신분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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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who knows the future. He knows what is best
for you. He loves you and wants to guide you in all
your decisions. He is the Holy Spirit，your helpful
Friend.

Galatians 5:16，25. Let the Spirit direct your lives.
The Spirit has given us life; He must also control
our lives.

‘~..췄 For You To Do

1The Holy Spirit is quali뼈 to lead you because

He knows the and He

... you.

HE LEADS YOU BY GOD’SWORD

The Bible is the road map that the Holy Spirit uses
to lead you to heaven. Day by day He helps you apply
to your circumstances the teachings of God’sWord.
So it is very important for you to read your Bible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sometimes speak to you
through certain verses as you read. Time after time
Christians have testified: "I had a problem and didn’l
know what to do. Then as I was reading the Bible one
verse seemed to stand out from the page. It was
exactly what I needed. My problem was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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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당신의 미래를알고계시며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필요
한지도 알고 계섭니다.그는 당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판단에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돕는 친구
이신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 16-25 내가이르노니 너회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 ..
췄
l과제 11 다음 문장을 완성시키십시요.

성령은 당선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알고계시며 당신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
시는 지도와 같습니다.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당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
므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때때로 당신이 읽은 바로 그 구절로 당신에게 말씀하
설 때도 있습니다.때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어려운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 그때 성경
을 읽는 중 한 성경구절이 내 마음을 때렸어 바로 그 구절이야
말로 정확히 내가 필요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야 그후 나의
문제는 물론 해결되곤 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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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ble verses that you memorize make it easier
for the Holy Spirit to lead you. He will bring them to
your mind when you need them. When you are
tempted to do something you shouldn ’t do，a verse
may come to your mind as a warning. "You are the
God who sees me." the Bible says (Genesis 16: 13，
NIV). The Holy Spirit has brought these words to
many a Christian just in time to turn him or her away
from temptation.

Psalm 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life
pure? By obeying your commands.

The Holy Spirit will also speak to you through
Bible teaching. This may be in preaching or teaching
in the church ，on the radio ，in Bible clubs ，in gospel
literature ，and in study courses such as this one.
These are ways that He has chosen to lead you into all
truth. Remember John 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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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외울수록 성령은 당신을
더쉽게 인도하시며，당신이 말씀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성구
를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멈춤 신호와 같이 성경말씀이 갑자
기 당신의 영혼에 부딪쳐 오기도 합니다.성령은 이러한 구절
들을 당신이 유혹에서 떠나고자 하는 바로 그 때에 당신께
갖다주십니다.

시펀 119: 9 청년이무엇으로그행실을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성령은또한성경의 가르침을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
다.이런 일은 교회서 설교하거나，가르칠 때 또는 라디오의
설교 방송을 들을 때，성경공부를 하는 중 에 일어납니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이꾀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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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췄 For You To Do

2 Repeat from memory John 16:13

3 Memo따e Psalm 119: 9

4 ~oll~~i.ng :u:e l~sted W!ys the. Holy Spirit can use
the Bible to lead you. Draw a line under those that
you need to do more often.
Read the Bible
Memorize Bible verses
Listen to sermons
Attend Bible classes
Read books that explain truths in the Bible
Study Bible courses

HE LEADS YOU BY THE CHURCH

How does a child learn to walk，talk，run，play，and
work? From his family! Father，mother，brothers，and
sisters all teach the child what to do and how to do it.

When you were born again，the Holy Spirit made
you a part of God’s family-the church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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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과제21 요한복음 16: 13을 암기하십시요.

l과제 31 시편 119: 9을 암기하십시요.

l과제 41 다음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입니다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할 것들에
맡줍을그으십시요
�성경읽기
�성경구절암송
�설교듣기
�성경공부반 참여
�성경주석 읽기
�과정별성경공부

성령은 교회를 통해 인도하신다

어린 아이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걷고，말하며，뛰고，놀며，
일하는 것을 배움니까?이 모든 것은 그의 가족들에게로부터
배우게 되며，어린아이의 부모님，형제 자매들 모두가 아이들
의 할 일과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성령은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
중의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톰된 교회의 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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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Chris t.He expects you to accept from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help that they can
give you. You will find much guidance ，teaching ，and
help as you take your place in a local church. Be sure
that it is one that believes the Bible ，obeys it，and
teaches and accepts the work of the Holy Spiri t.

Christ has put in the church pastors ，teachers. and
other leaders. The Holy Spirit provides for them
special gifts and power so they can do their work
well.

Ephesians 4: 12. He did this to prepare all God’s
people for the work of Christian service ，in order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 t.

Every member of the church needs to be full of the
Holy Spiri t.As leaders and members are led by the
Spirit the whole church can work together in
harmony. Each one will do his part effectively in
God’s plan.

‘~..췄 For You To Do

5 Pray. for yo~r p~.stO! .~n~ ?th:~ ~ea~e~s. that they
may be continually full of the Holy Spir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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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십니다.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된 한 형제 자매들로
부터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하십니다.한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할 때 당신은 많은 인도와 가르침 그리고 도웅을 받을 것입
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가르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목사，교사 그리고 제직들을 세우셨으며
성령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권능을 주사 주어진 바 의무를
잘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i4: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션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각자가 하나
님의 뜻안에서 자신의 맡은바일을온전히 수행하기 때문입니
다.

‘~..했
l과제 51 당신은 물론 교회의 목사，전도사와 제직들을 위하

여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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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LEADS YOU BY SPIRITUAL GIFTS

The Holy Spirit has spiritual gifts for every
Christian. He wants us to accept these gifts so we can
help one another.

1 Corinthians 12:4，7.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piritual gifts，but the same Spirit gives them. The
Spirit ’s presence is shown in some way in each
person for the good of all.

You have read about the gifts of faith，miracles ，
and healing. Here are some olher supernatural gifls of
lhe Spiri t.

1 Corinthians 12:8 ，10. The Spiril gives one
person a message of wisdom ，while LO anolher
person the same Spiril gives a message full of
knowledge. . . . to anolher ，lhe gifl of speaking
God’s message; and to yel anolher. lhe ability lO
l터Ithe difference between gifls thal come from lhe
Spiril and gifts that do not.To one person he gives
lhe ability to speak in strange tongues ，and to
another he gives the abilily lO explain what is said.

The Holy Spirit may give your pastor or another
Spiril-filled Christian lhe message of wisdom or of
knowledge that you need. Or lhis message may come
direclly to you in a deep impression or flash of
insigh t.You suddenly understand whal God’s will is
for a certain situation. From oUlside of your own
mind comes the revelalion of what a Bible passage
means and how it applies to your problem. God gives
you lhe very words that you need to help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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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은 영적 은사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신령한 은사를 예비하고 계시
며 우리가 이 은λ}를 받아 성도들 서로가 돕기를 원하십니다.

고련도전서 12: 4，7 은사는여러가지나성령은같고 .
각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주심은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라

당신은믿음과기적과신유 (I잉끄침)의은사에 관하여 배웠습
니다.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고련도전서 12: 8-10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다른 이에게는 같은성령으로 믿음을，어떤이에게
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어떤이에게는 예염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
함을 다론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
을통역함을주시나니

성령은 당신 교회의 목사나 성령충만한 다론 성도에게 당신
이 필요로 하는 지혜 또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당선에게 직접 갚은 영감이나 순간적인 통찰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불현듯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도우실 뿐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당신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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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When you talk to people about the Lord or teach a
Bible lesson you need this leading of the Holy Spiri t.
Parents need the word of wisdom from God to give
their children the right kind of advice. The work of
the Spirit is for practical everyday living，not just for
crIses.

Ephesians 1:17. The Spirit ，who will make you
wise.

Exodus 35:31 (NIV). And he has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skill ，ability ，and
knowledge ，in all kinds of crafts.

Prophecy ， messages in tongues ， and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are ways in which the H이y
Spirit speaks to a group. Prophecy is God’s message
in the language of the speaker. It may be telling
something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Or it may
be just a message of exhortation and comfort to help
the hearers. Sometimes the message comes first in
tongues and then is interpreted. These two gifts
together are like the gift of prophecy.

Some people are afraid of these gifts of the Spirit
because of false messages that they have heard abou t.
This is like refusing to accept money because you
might get a counterfeit bill.Satan has always tried to
confuse people by imitations of God’s work. There
were false prophets in Bible times and still are today.
But your Friend the Holy Spirit does not want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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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할 때나성경을 가르칠 때 당신
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옳바
른 훈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일 매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시험을
당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강;서1: 17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회에게 주사 하나님
을알게 하시고

출애굽기 35: 31 하나님의신을그에게충맨 l하여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예언이나 방언，방언 통역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입니다.예언은 예언하는 자 자신이 아는 말로 나타내
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거나，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훈계와 위안의 말씀인 것입
니다 때로는 먼저 방언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통역이 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
든 간에 이 두가지 은사는 모두 예언의 은사와 같은 것입니
다.

어떤 성도들은 거짓 계시에 관해 들었던 까닭에 성령의 참된
은사까지 받기를두려워 하기도합니다.이것은마치 위조지폐
를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진짜 지페까지 받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여 성도
들을 혼란시키려고 합니다.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
고 오늘날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이신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위장(偶裝)하고모방한 거짓 계시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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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se His gifts for fear of receiving a counterfeit or
imitation of His work.

Neith.er does God want you to be deceived by
imitations of His work. That is why one of the gifts of
the Spirit is discernment of spirits; it pr이ects the
church from the work of evil spirits and mistaken
ideas of people. People sometimes mistake their own
ideas for revelations from God. Some bring terrible
confusion by giving "messages" to lell others whom
to marry，where to go，and what to do. So God tells us
to test all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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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s from the Holy Spirit meet these five
standards:

o The message must agree completely with God’s
word. For example，a message that tells a man
to take someone else’s wife could not possibly
be from the Holy Spirit.The Holy Spirit has
come to help us obey God，not to tell us to do
something God has forbidden. Agreement with
God’s Word is the most important test;
everything has to be measured by it.

@ The message must be true. Ifwhat is said in a
message is not true，it is not from th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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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여 그의 참된 은사까지 거절하는것을 원치 않으시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히는 “사탄(바귀)"에게당신
이 속기를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주신것입니
다，이 영분별의 은사로 사탄들의 역사와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이는 자기의 생각으로，또는마귀의 계시를

받아 누구는 누구와 결혼할 것이며，어디로갈 것이며，무엇을
할것이라고말하므로서 무서운혼란을주기도합니다 이같은
혼란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계시틀을 잘 분별하라고 명하
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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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준 계시들은 다음 5가지 기준에 일치합니다

@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상으
라는 계시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급하신 일을하지말라고권떤하기 위해오셨습니다.그러
므로 계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모든 계시는 이로써 판단됩니다.

@ 그 계시는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가 진실성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옹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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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for He is the Spirit of truth. Prophecies
that are from the Lord are fulfilled.

Jeremiah 28:9. But a prophet. ‘.can only be
recognized as a prophet whom the Lord has truly
sent when that prophet's predictions come true.

Deuteronomy 18:21-22. You may wonder how
you can tell when a prophet’s message does not
come from the Lord. Ifa prophet speak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what he says does not come
true，then it is not the Lord’s message. That
prophet has spoken on his own authority，and you
are not to fear him.

John 16:13 (NIV). But when he，the Spirit of
truth，comes，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 The message will honor Christ. The. Spirit of
God and Spirit of Christ honors both the Father
and the Son.

John 16:14. He will give me glory.

1 Corinthians 12:3. No one who is led by God’s
Spirit can say，"A curse on Jesus!"

o The message will bring blessing ，not confusion.

1 Corinthians 14:3·4，26. But the one who
proclaims God’s message speaks to people and
gives them help，encouragement，and comfort...
The one who proclaims God’s message helps the
whole church. . .. Everything must be of hel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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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
다.주님으로부터 옹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아 28: 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되리라

신명기 18:21-22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험
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요한복음 16: 13 진리의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굉L을돌립니다.하나님
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6: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

고련도전서 12: 3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그 계시는 혼란을 주지않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고련도전서 14: 3-4 ，26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변하며 안위하는 것이요，방언을 말
하는자는자기의 덕을세우고예언하는자는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형제들아어찌할꼬너희가모일 때
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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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

용 The one who gives the message is conscious
and responsible to do everything in an orderly
way. Sometimes Satan imitat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In spiritism the mediums may go
into a trance and not be conscious of what they
say when another spirit takes control of them.
But when the Holy Spirit gives a message
through a person，He does it with the conscious
cooperation of that person. The person can
choose when to speak and when to keep quiet
so that he won’t interrupt the message God has
given the pastor or others. Paul clearly teaches
this in 1 Corinthians 14. The pastor should
encourage the use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but at the same time he is responsible to
see that all is done in order and not confusion.
So those who have the giflSof the Spirit must
recognize the leadership of the pastor and not
resent his instructions or advice.

1 Corinthians 14:32-33，40. The gift of
proclaiming God’s message should be under the
speaker’s control，because God does not want us to
be in disorder but in harmony and peace.
Everything must be done in a proper and orderl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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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계시를 말하는 성도는 모든 일을 질서있게 하되 지각이
있고，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모방합니다.신을 부를 때 무당

들은 몽환(夢幻)에빠져 악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므
로 그들은 하는 말을 의식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성령은
성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되 성도의 의식적인 협조하에
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그 성도는 마땅히 말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서 함으로써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밝혔습니
다 목사는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가
잘 밝혀지도록 협조해야 하며，동시에 모든 것이 질서있
게 또는 무질서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성령의 은사를받은성도들은목사의
지도를 인정하고 그의 훈계나 충고에 화를 내지 말。}야
합니다.

고련도전서 14: 32-33 ，빼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
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
님이 아니시요.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것
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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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췄 For You To Do

6 Memorize 1깨essalonians 5: 19-22.

7 You have studied five standards to use for judging
any message that is sUIψosed to be from God.
Circle the letter in front of each word or phrase
that gives one of those standards. (There will be a
total of five.)
a) Long with many details
b) Honoring to Jesus Christ
c) Forceful ，loud，and authoritative
d) Under the speaker ’s control
e) Brings a blessing to the hearers
o Accompanied by tears
g) Agrees with God’sWord
h) Has a true message

HE LEADS YOU BY VISIONS AND DREAMS

You have read in the Bible about how God spoke
to people in visions and dreams. The Holy Spirit still
speaks to people in this way today. What Joel
prophesied is happening.

Acts 2: 17.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have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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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l과제 6)데살로니가전서 5: 19-22 절을 암기하십시요

{과제 7) 당신은 하나님께로 부터 온 계시인지 아닌지
를 분별하는 5가지 기준을 배웠습니다.다음중 그 기준에
맞는 문장에 O표하십시요.

a)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시가 길다
b)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c) 힘있고 소리가 크고 권위가 있다.
d) 말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e)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온다.
f) 눈물을동반한다.
g)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h)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성령은 환상과 꿈으로 인도핸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어떻게 말씀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보았을 것입니다.오늘날도
성령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섭니다 “요
옐”선지자의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 17 너회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꿈을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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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40 B.T. Bard wrote about a wonderful
outpouring of the Spirit in Peking.

There are confessions of sins and shortcomings ，
messages in tongues and interpretation ，prophetic
utterances ，spiritual dreams ，heavenly visions of
Christ and the glory land ，divine healings ，and，
above all，a spirit of prayer and worship.

Kao Chu Ju truly desired the presence of God but
she was afraid to have any show made of herself ，or
for anyone to lay hands upon her. Suddenly she saw
Jesus in a vision ，and He graciously laid His own
nail-pierced hands upon her. She fell to the floor
under the power of the Spirit and soon was speaking
rapturously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her
utterance.

Dreams that come from God are very vivid and
impress the person deeply. Many people have been
warned in dreams to give up sin and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You may receive blessing ，help，and
encouragement in your dreams. Or the Holy Spirit may
lead you to pray for someone or warn you of a danger.

Most dreams are not revelations from God. Your
subconscious mind keeps on working while you sleep
and weaves your thoughts into dreams. However ，you
can make even these dreams work for you. Use them
as a reminder to pray for everyone that you see in
your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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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비�티 �바드”씨는북경에서 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은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시고 방언과 방언통역，예언
과 꿈，예수님과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신유를 행하시
며 기도하는 은혜，간구하는 은혜，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
로나타나셨다”

까오 �츄주”%k은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체험코저 진심으로
갈망했으나 자기자신이 꾸며낸 환상을 볼까 아니면 누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환상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
가에서 찢긴 피흘린 손으로 그녀에게 손수 안수하시는 것이었
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마루에 엎드린 채 성령
께 잡힌 바 되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온꿈은 대단히 생생하며 깊은 인상을 줍니
다.많은 성도들은 꿈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들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꿈꾸는 동안 당신은 축복과
도움그리고격려를받을 것입니다.또는어떤 이를위해 기도
하게 하시거나 당신에게 위험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 당신이
잠들고있는동안당신의 잠재의식이 계속활동하므로서 당신
의 생각이 꿈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들조차
당신에게 유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 속에서 본 사람
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깨우침으로 생각송업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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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To Do

8 If you have _a~ream that seems to have a spirit~al
meaning ，ask God to show you what the meaning
IS.

HE LEADS YOU BY CIRCUMSTANCES AND
IMPRESSIONS

A Christian missed the bus she had planned to
take. Four hours later she caught the next bus，sat
down by a woman who needed God. and was able to
lead her to Chris t.The Holy Spirit had led through
circumstances.

Do the doors of opportunity seem closed before
you? Look around. The Holy Spi디t may be opening a
door to better opportunities. Think of the early
Christians who fled from Jerusalem to save their
lives. But wherever they went they spread the gospel
and souls were saved. Paul in prison was unable to
continue his missionary journeys ，but while there he
wrote some of his most helpful epistles.

Are conditions around you terrible? Maybe God has
put you there so you can do something about them. Ask
the Holy Spirit to help you see what you can do. Then
keep your eyes open and go to work to improve
conditions. You are one of God’s lamps. Don't complain
about the darkness. Just shine where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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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
l과제 8)만약，당신이 영적 의미를 지난 꿈을 꾸었다면 하나

님께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요.

성령은 환갱과 영감을 통해 인도하신다

한 성도가 타려고 했던 버스를 놓치고 4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버스에 탄 후 우연히 한 부인의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알고본즉 그 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었으며
버스에 동행한 성도는 곁에 앉은 부인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성령은 환경을 통해 그 성도를 인도하셨
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주위를 살펴
보십시요.성령은 더 좋은 기회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생명
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생각
해보십시요.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옥중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선교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으나 그 안에 있는 동안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은혜로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무척 힘드십니까?허나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그랜 l 있게
하신 것입니다.성령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요.그리고 믿음의 눈을 계속 픈 채 환경을
개션해 나가십시요.당신은 하나님의 둥불입니다.어두움을
불평해서는 안되며，당신이 있는 곳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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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ly Spirit will often lead you by impressions
as you trust Him to help you in the choices you must
make. When you think about doing one thing，you
feel a deep peace about it But when you think about
the other possibility，you feel uneasy.

A Christian businessman had a reservation on a
certain plane，but he felt uneasy about it The more he
thought about hthe worse he fell.Finally he changed
his reservations for a later flight The plane he had
planned to take crashed and all the passengers were
killed. The Holy Spirit saved his life.

Proverbs 16:9. You may make your plans，but G때
directs your actions.

A pastor ，hurrying to an appointment ，felt an
impression. "Stop and knock on the door of that
house." He tried to ignore the idea but it grew
stronger. Finally he turned around and went up to the
house. There he found a Christian in desperate need of
his help.

A Christian felt an urgent impulse to go visit a
friend. When he arrived，he found his friend gelling
ready to commit suicide. The Christian was able to
lead him to Christ and save his life.

"The Lord told me to bring you this，"a man said as
he gave a basket of food to a pastor. The pastor and
his wife had been praying for God to supply their
needs because they had no money and no food.

Life can become a series of thrilling adventur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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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돕는 성령이 계신다고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은 당신
마음 속에 영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그 일을 하려하면 평안을 느끼나 그 반대로 생각하면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이 경우에야 말로 성령이 영감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예입니다

한 독실한 기독교인 사업가가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웬일
인지 비행기 탈 생각을 하면 자꾸 불안해져서，그는 예약을
그 다음 비행기로 변경했습니다，그가 타려고 했던 여객기는
폭발하여 탑승객들은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성령께
서 영감을 통해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장언 16: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어느 목사님이 약속된 곳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 “네게보이
는저 집에 가서 문을두드리라”하는마음으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자 그 음성은 더욱 더 강하게 들려 왔습니다.목사님은 돌아
셔서 그 집에 갔을 때 목사님은 절망중에 빠져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 성도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
다，친구의 집에 갔을 때 그 친구는 자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
니다，그는 그 친구를 주께 인도하여 생명을 구원시켰던 것입
니다

한 성도가 식료품이 가득든 바구니를 목사님께 가져 와서
“주님께서자꾸 이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십니다”하
고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부인은돈과먹을음식이 없어
주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인도하짐을 따를 때 당신의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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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s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learn to
follow His leading. He will lead you into a life of
great usefulness and blessing.

‘~..했 For You To Do

9 :o~.have ，read ，five different examp~es of ~od ’S
leading through circumstances or impressions.
Based on these examples. what could be said
about this kind of leading?
a) Itusually concerns something to avoid.
b) It is definite and the result brings honor to

God.
c) Itcan be easily ignored.
d) Itconforms to the plans one has already

made.

10 Do .~~u ;vant th~ Holy Spirit.~~ lead yo~? .Mark
an X before each step you will take each da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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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격만점의 모험적 생활이 될 것입니다.성령께서는 대단히
유익하고 놀라운 축복의 생활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췄
l과제 9)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이나 영감을 통해

인도하시는 5가지 예를 살펴 보았습니다.이 예들을 볼 때
이러한 인도는 어떻다고 할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과 관계가 있다
b) 분명히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c)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d) 이미 만들어진 계획에 따른 것이다.

l과제 101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
니까?당신이 날마다 할 수 있는 것들에 O표를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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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e can help you "walk in the Spiri t."

· Read and study the Bible

· Listen to godly leaders

· Judge spiritual gifts and accept those that
are gen Uine

· Hear God’s voice if He uses visions or
dreams

· Obey God’s warning or direction if He
guides through CIrcumstances or
I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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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읽고 공부한다

----신실한교회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의선물을 분별하고，참된 성령의선물을 받아들
인다.

----하나님께서환상이나 꿈을통해 말씀하신 것을듣는다

----환경이나영감을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시에 순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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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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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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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5. The Holy Spirit Gives You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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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5. The Holy Spirit Gives You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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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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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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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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learned that the H이Y Spirit is a gift.When
are we ready to receive this gift? In his book，Keys to
the Deeper Life，A. W. Tozer gives us an answer.

First ，he says，we must be "sure that the experience
of being filled is actually possible." We must be
convinced that it is nothing strange or unusua l.We
must see that it is the proper work of God，a gift that
comes because of the work Christ did to save us. If
we read and study what the Bible says ab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ur conviction will
become strong

Second Tozer says，we must desir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 t.Are you truly willing to let the Spirit
of God be Lord of your life? he asks. Are you willing
to give up pride ，boasting ，and selfishness? Are you
willing to 야ey the written Word of God? Are you
willing to be tested and disciplined?



성령은
당신을

채우선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선물을 받을준비가 되었을 때만
성령을주십니다 “심원한삶에이르는열쇠”에서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되는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충만이 낯설거나
특이한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이며 예수님의 역사로 당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충만에 대해 읽고 더 많이 공부한다면 우리의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둘째，우리는 성령으로 가득차기를 갈망해야합니다-토저는
“당신은진정으로 성령이 당선의 주인이 되어 당신을 인도하
시기를 바라는가?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교만，자랑거리，이기
심 등을 기꺼이 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또한
기꺼이 시험과 훈련을 받을 것인가7"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질문에 기꺼이 ‘예”라고대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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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you cannot answer an eager "yes" to these
questions ，examine your motives. You may want only
the thrill of power or victory. But if you can，you 없e
ready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Others Are Being Filled
Make the Holy Spirit Welcome
Believe and Receive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OTHERS ARE BEING FILLED

Did you know that God is "pouring out His Holy
Spirit upon all men" now even more than on the Day
of Pentecost? Joel’s prophecy was fulfilled in part
then and in a greater measu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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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당신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당신은 단지 성령의 능력이나 영광의 쩌릿한
전율을바라는것은아닌지요 반대로당신이 기꺼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6과에서 공부활 내용〉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다.
성령을환영하라.
믿고받아들이라.
성령께 내어 맡기라

다른 샤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 당시 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더욱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요옐”선지자의 예언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부분적으로 이루
어졌으나 오늘날 더욱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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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2:17-18. God says，"I will pour out my Spirit
on everyone. . . .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claim my message. . . . Even on my seπants ，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
and they will proclaim my message."

Between 300 A.D. and 1900 A.D. some individuals
and groups continued to be baptized in the Holy
Spiri t.Augustine ，Xavier ，the Waldenses ，Zinzendorf ，
Finney ，and many of the early Methodists and
Quakers had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power.

In 1900 God began pouring out His Spirit on His
children all around the world. From then on the
pentecostal revival has grown. Many thousands of
Christians in all different churches ，such as Catholic ，
Lutheran ，Episcopalian ，Presbyterian ，Methodist ，and
Baptist ，have been filled with the Holy Spiri t.Some
estimate that there are over 110 million pentecostaJ
believers in the world today.

Who is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God. Many go without
some meals in order to spend more time in prayer.
Hunger of the sou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body.

Psalm 42:2. I thirst for you，the living God.

John 7:37-39. Jesus stood up and said in a loud
voice; "Whoever is thirsty should come to me and
drink. . . . Whoever believes in me，streams of
lifegiving water will pour out from his heart"
Jesus said this about the Spirit which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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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회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요 너회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회의 늙은이들은
꿈을꾸리라

주후 300년으로 부터 1900년 사이에 여러 사람과 여러 단체
가 성령세례를 계속 받았습니다.어거스틴，싸비엘，발댄스
가족，진젠돌프，훤네이 그리고 초대 감리교인들과 퀘이커
교도들이 오순절적인 체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1900년에 하나님께서는 전세계에 걸쳐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그 때로부터 오순절 부홍운동
은자라기 시작했습니다.오순절 교회는오늘날 l억l천만이상
의 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타 교파의 교인들이
성령을받았습니다.

그려면 어떠한 종류의 사럼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을까요?이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로L들입니다 많은 수의
사로벌이 더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으며 영혼의 굶주림
이 육체의 굶주럼보다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면 42: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

요한복음 7: 37-39 예수께서 셔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
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에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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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d in him were going to receive.

The Holy Spirit is filling those who want Him to
take control of their lives. They surrender mind ，
emotions ，will，and body so God can use them in any
way He chooses.

‘~...좋 For You To Do

1Memorize Acts 2: 17.

MAKE THE HOLY SPIRIT WELCOME

What do you do when you learn that a dear friend
is coming to visit you? You clean the house and get
ready to welcome him. Your Friend the Holy Spirit
wants to come in and fill you. General William
Booth ，founder of the Salvation Anny，wrote:

Before we go to our knees to receive the Baptism
of Fire. . . see to it that your souls are in harmony
with the will and purpose of the Holy Spirit whom
you seek. See to it that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by which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must be received ，be kept open. I heard of
some people . . . who could not get any water.
They turned the lap repeatedly ，but no water came .
. . . Plenty of water in the reservoir; pipes ，tap，and
connections all right ，but no water. At las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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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는 자기의 생활을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계섭니다.그들의 마음과 감정의 뜻과
그리고 몸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길로 그들을 이끌
어 가설 수있습니다.，
줬
I과제 II사도행전 2: 17을 써 보십시요

성령을환영하라

천한 친구가 당신을 방문하러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친구를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당신의 친구인 성령님은 당신을 찾아 오셔서
당신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구셰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암
부스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이불의 침례(세례)를받으려고 무릎을 끓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
어야 한다.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 속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라.만일 그속에 해묵은 찌꺼기들이 있으
면 모두 제거해야 한다.나는 어떤 사로L들이 전혀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수도꼭지를 되풀이
해서 틀었지만 물이 안나왔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하며
파이프，꼭지，모든 연결기관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나오지 않았다.마침내 그들은 파이프를 잡아당겨 빼어 보았
다.그러자 파이프 속에 생쥐가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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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led up the pipe and found a mouse in it.Itis no
use turning the tap ，praying ，singing ，or even
believing ，if there is something you are holding
back or refusing to do-some id이，something
about which you feel condemned ，but which you
refuse to give up，something in the pipe .... Out
with it; give it no rest; give it up. Destroy your
idols and hindrances and stoppages ，with an
everlasting destruction. Let there be free
communication between you and God. Let all go，
and you shall be flooded before you rise from your
knees; the world shall feel the power of it，and God
shall have all the glory.

~ ..
~~ For You To Do

2 Has God shown you any hi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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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만일 당신이 우상이라던가，나쁜줄 알면서도
버리길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선이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믿는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당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
들과 장애물들을 때려 부수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당신과
의 교통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라.그런 후에 하나님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당신이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이
세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찬 것을 느끼게 되며，하나님께

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좋
l과제 21 “성령을환영하라”는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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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Holy Spirit? If so，confess it now. Take
steps to welcome Him.

RELIEVE AND RECEIVE

You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like you
received salvation: by faith. That is，you just believe
God’s promise and accept the gift that He offers you.
Here are some of the promises that will help you
believe and receive. They are for you. Memorize
them and say them over and over to yoursel f.As you
realize the truth of them it will be easy for you to
accept God’s gift for you.

Luke 11:9，11-13，"Ask ，and you will receive;
seck，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 . . Would any of you who are
fathers give your son a snake when he asks for a
fish? Or would you give him a scorpion when he
asks for an egg? As bad as you are，you know how
to give good thing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then，will the Father in heaven give thl::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Believe God. Don’t be afraid to ask. And don’t be
afraid wh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God loves you. You are His child. He won’t give
you something harmful when you ask for the Holy
Spirit!

Acts 2:38-39. Each one of you must turn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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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당신 마음 속에 없는
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요

믿고받아들이라.

당신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믿음
으로서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단지 하나님
의 약속을 믿고 그가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들이기만
하십시요.여기에 당신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 줄 몇가
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들은 순전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
다.이 말씀들을 암기하고 항상 입으로 시인하십시요.이러한
약속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들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누-7~복음11:9-13 내가 또 너회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회에게 주실 것이요，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요，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회에게 열릴 것이니，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회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회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요 구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때 겁내지 마십시요 하나님께서
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의 자녀이며，생션을 달라
하는 당신에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2 :38-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회가 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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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is sins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o that your sins will be forgiven; and you
will receive God’s gi“，the Holy Spiri t.For God’s
promise was made to you and you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far away-all whom the Lord our God
cans to himsel f.

Acts 5:32. "The Holy Spirit. . . is God’s gift to
those who obey him."

To receive a gift you just believe that it is for you，
thank the giver，and put out your hand to receive it.
You take hold of it 없Id make it yours. In the same
way，you believe God’s promise. You go to Him and
ask Him for the gift He has offered. You thank God
for it and accept it for your own. You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comes in to fill you. You surrender to Him
your will，your desires ，and ambitions ，and let Him
take first place in your life. As you do，He will fill
you. And you will know it.

Galatians 3:2，14. Did you receive God’s Spirit by
doing what the Law requires or by hearing the
gospel and believing it? ... through faith we ...
receive the Spirit promised by God.

‘~..췄 For You To Do

3 Memorize Acts 2:38-39; Acts 5:32; Luke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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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엘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5: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하나님이 자기
를 순종하는 사로L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 할때 그 선물이 당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당신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나님의 익k속
을 믿고 그가 주시겠다고 gF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섭시요.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요.당신 자신의 뜻，소망，야망을 모두 포기해 버리
고 성령으로 하여금 당신 생활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으시게
하십시요.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채우설
것이며 당선은 당신이 성령충만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 2，14 내가 너회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좋
l과제 3\ 사도행전 2: 38-39 와 5: 32，누가복음 II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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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Claim them for yoursel f.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You want the Holy Spirit to fill you so that He can
lead you，pray through you，give you the words to say
when you witness ，give you faith to believe for His
miracle-working powe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your initiation into this kind of life. You
experience some of all this work in the baptism. It is
like a door through which you enter into the
Spirit-filled ，Spirit-directed life. As you enter，you
surrender completely to the Holy Spirit your: Mind，
Emotions. Will，and Body.

Often those praying to be filled raise their hands in
a sign of surrender and invitation to the Holy Spirit to
take contro l.Some receive while singing songs of
surrender.

‘~...췄 For You To Do

4 Name four things that you m뻐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in order to let Him have His way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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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4번 읽고 당신도 부르짖어 구하십시요

성령께 내어 맡기라.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당신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며 복음을증거 할때 할말을주시고기적과이사를행할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성령세례는

당신이 이러한 생활로 들어가는 시초이며，성령의 명령대로

사는 생활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당신의 마음과 감정과

뜻과 폼을 완전히 성령께 내어 맡기십시요

성령 충만함받기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날주장하시도
록 내어 맡기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십시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중에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응=
췄
l과제 41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내맡겨 놓아야 할 일 4가지를 들어보십시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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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Your Mind

The Holy Spirit comes in so that He can help you
pray and witness. So you can expect Him to impress
on your mind certain things to pray for or to thank
God for. Obey the Holy Spiri t.As you do，He will
pray through you in your own language or in the one
that He chooses.

Surrender Your Emotions

Your emotional nature is part of you; surrender it
to the Holy Spiri t.Ifyou feel like crying when you
are praying ，don’t hold back the tears. Let the Holy
Spirit break up all the hardness ，self-will ，pride ，
doubt ，and resistance to God that He may have found
in you. Let Him convict you，cleanse you，and make
you what He wants you to be. Weep for your friends
and loved ones lost in sin，or for the millions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 l.This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you for the salvation of souls.

When the Holy Spirit fills you，He may give you
such love that you will just worship God and praise
Him with your whole soul.Or you may be so happy
that you feel like laughing for joy. Go ahead and
express this love and joy from the Holy Spiri t.

1 Peter 1:8. You rejoice with a great and glorious
joy which words cannot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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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당신의 마음을 내어 맡기라

성령께서 당신안에 들어 오셔야그가 당신을도와기도하게
하시고 t 증거하게 하십니다.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감동시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해 주시고 r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바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성령께 순종하십시요.당신이 그렇게 할 때 성령
은 당신을 도와서 당신의 말로나 혹은 성령께서 택하신 말로
(방언)당신을 통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당신의 감정을 내어 맡기라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입니다，때문에 그것도 성령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할 때 울고 싶거든 눈물
을 억제치 마십시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잔인항 t 자
의，자만심，의심，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을 모두 깨트려
버리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만드시도록 하십시요 죄중에
빠져 있는 당신의 친구나 사랑허는 사람，또한 하나님의 복음
을 듣지 못한 수천，수만의 영혼들을 위해 애끓는 마음을 가지
십시요.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채우실 때온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을 당신에게 주시며，강 같이 넙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8 예수를 너회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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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s 14:17. God ’s kingdom 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which the Holy
Spirit gives.

Remember ，however ，that God’s blessings come to
different persons in different ways. Some people just
don’t feel any great emotion when they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 t.So don’t worry about it or try to work
yourself up into an emotional state. Benjamin A.
Bauer say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upon you cannot be
accurately measured by the amount of feeling you
possess ，but rather by the faith that abides within.
The power of the Holy Ghost may be working
through you mightily without producing a particle
of emotion in your physical man. But a man or
woman filled with the Spirit will always be full of
faith and love.

Surrender Your 까'ill

You have invited the Holy Spirit in to take full
control of your life. Don’t start arguing with Him
over how He is to do it.Don’t insist on an experience
just like someone else had. Accept what He has for you.
Some people resist the power of God because they are
afraid it will make them look foolish. What if people do
criticize you? They called Jesus and Paul crazy 와Id said
the Spirit-filled believers at Pentecost were drunk.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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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으로기뻐하니

로마서 14: 11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안에서 의와 펑강과 희락이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큰 감격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그러한 감정을 가지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요.벤자민 에이 �바우어씨는 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양으로서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속에
가지는 믿음에 의해서 측정된다.성령의 능력은 당신으로
하여금 아무런 감정도 느끼게 하지 않고서도 당선을 통하여
위대하게 역사할 수 있다.그러나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

당신의 뜻을내어 맡기라

당신은 당신의 전 생활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모셔들였습니다.그러므로 성령께서 당신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성령님과 다투지 마십시요.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은 체험을 주십사고 떼쓰지 마십시요.당신은 다만
그가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요.어떤 사람
들은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어리석게 보이게 할것을두려워
하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불순종 합니다.무엇이라고 사람들
이 당신을 비판합니까?사람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심지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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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of self-will and let God have His way.

Surrender Your Body

The H이y Spirit will fill your body as well as your
mind and emotional nature. You have prayed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may let you feel that
power so that you will know that it is real.

People respond physically to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different ways，much as they did in Bible
times. Moses trembled greatly. Daniel fell down as if
he were dead. David danced for joy before the ark.
The lame man jumped for joy after he was healed. On
the Day of Pentecost ，the group that had gathered
spoke in languages as the Holy Spirit took control of
their tongues and gave them the words to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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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주 예수님까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당선은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향한 뜻을
이루시도록하십시요.

당신의 몸을내어 맡기라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감정，의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몽도 다스리시기를 원하집니다.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
기를간구하십시요 성령님은당신으로하여금그능력을느끼
게 하질 것이며 그러므로 당신은 그 능력이 실재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흩:..-..르-?“

사람들은구약시대에 했던 것과마찬가지로성령의 능력에
대한 여러 모양의 반응을 나타냉니다.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크게 떨었으며，다니엘은 죽은 것처럼 땅에 엎디었고，다윗
왕은 법궤 앞에서 기뻐 춤추었습니다.절름발이는 고침받은
후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오순절날 120문도들은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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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ble says that the tongue is the hardest to
control of all our members. We are quick to say
things we shouldn ’t，and slow to say what we should.
So we surrender our tongues to the Holy Spirit and
ask Him to help us use them for the Glory of God. He
lets us know that He has accepted them by taking
control and giving us a new language with which to
pray and praise God.

People receive this work of the Holy Spirit in
several ways. Some suddenly begin to speak fluently
in another language without problems ，struggles ，or
doubts. They just yield their vocal organs to the Holy
Spiri t.

Others yield little by little to the power of the
Spiri t.Some stammer and struggle to keep speaking
clearly in their own language. Some are like children
learning to talk as they repeat over and over one or
two syllables or words that the Holy Spirit gives
them. But as they learn to yield to the Spirit each time
they pray，He takes control of their tongues and
speaks fluently through them.

Still others feel a strong impression from the Holy
Spirit to speak a certain word or word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In faith they accept this leading of the
Spirit and speak the words. As they do，the Holy
Spirit enables the person to speak in another
languag 용-no longer in words that pass through their
mind but in direct，supernatur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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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말씀하시기를혀는사람의 여러 지체 중가장사로잡
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될 것은 재빨리 말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더디
말하곤 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맡
겨서 그가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가
우리의 혀를 맡아 주관하시고 새로운 말로서 기도와 찬양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성령의 역시-를받아 들입니다.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나，거리낌이나 의심없이 다른 방언으로
갑자기 유창히 말하기 시작합니다.그들은 단지 그들의 성대기
관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능력에 내어 맡겁니다.
이들 중의 어떤 이들은 말을 더듬거리며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
게 말하려고 애쓰며 또 어떤 이들은 어린애들처럼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한 두 구절이나 말을 되풀이하면서 말하기를 시작
합니다.이러한 사람도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 점차
순종해 나가면 성령께서는 그들의 혀를 사로집。}유창하게
방언을 하도록 해 주섭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어는
구절을 말하게 하는 성령에 대하여 일종의 강박관념은 갖고
있긴 하나 단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방언을
말하려 합니다.그들이 그같이 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혀를
사로잡-ot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저들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 권능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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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a condensation of Robert W. Cunninghams ’
experience when he was a Presbyterian missionary in
India:

I was praising G때 and saying ，"Glory be to Thee，
o God." Suddenly ... He seemed to say，"You
really are not praising me and praying for My
glory，because you are anxious for My glory，but
because you want your Baptism." ... I returned to
the meeting. . . and began at once to pray as He
had taught me .... "0 God! be Thou exalted and
glorified here ，in this meeting ，in each of Thy
children ，in me."

As I prayed thus with all sincerity ，a very powerful
spirit of sorrow laid hold of me .... In a spirit that
I recognized as not my own I wept my heart out
because God was not loved and glorified when He
was worthy.

After the spirit of jealous ，burning desire for God’s
glory，came a sense of wonderful and supreme joy
and freedom. I felt as if I were in the heart of
God’s love and freed from all that bound me. I
laughed with the joy of it-laughed at my doubts
and fears，laughed at the enemies of my soul，and
laughed with the joy of triumph over every worry
that had attacked me.

For a long time the Spirit taught me to praise Him
for His holiness ，for His justice ，fo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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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장로교 선교사인 “로버트커밍스”씨가인도에서
일할 때의 체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영광을 돌리옵나이다”라고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진정으로 나를 찬oj하지
않으며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왜냐하면
너는 나의 영광은 갈망하되 단지 성령셰례를 받기 원해서만
이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냐는 하나
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시여’여기 이 예배
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그리고 저의 속으로
부터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용소서”하고기도드리
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님으로 말미암는 깊은슬픔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님
께서 그렇게 존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사랑도
영광도 받지 못하신 것을 내가 미처 인식치 못한 것을 성령
의 인도로 깨닫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돌리고자하는불타는소 °c을느낀 이후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속의 자유와 극치의 기쁨이 내게 임하
였다.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싸여져 있는 것
같았으며나를묶고 있는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
럼 느껴졌다.냐는 내게 역사하는 의섬들과 공포를 그리고
나을 공격했던 불안들을 웃으떤서 던져버리고 승리의 기쁨
을누렸다.

성령께서는 오랜동안 나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우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며 다음으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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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eousness ，and for His goodness. Next He
taught me the passion of the desire of His heart
that His kingdom come. Oh! if we only knew
how the Spirit yearns that Christ be crowned
King.

The next lesson He taught me was God's jealous
desire that His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He began to deal with me personally. He
showed me that all members，my whole body，
had been made for His glory.

All this while tremendous Power had been upon
my body，...Power that was intelligen t....
Power that was infinite，yet stopping before my
will and refusing to accomplish its desires
except as my will would cooperate.

Then He made it very plain to me that He
expected me to use my speech to glorify Christ.
He wanted me to give my life to glorify Christ as
the Lamb of God that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 the Healer ... the One who baptizes in
Spirit and in fire ... the coming King.

Then He let me know that He wanted my tongue，
to speak through it as He gave utterance. As I
yielded it to Him He spoke through me in a
language which I did not know or understand.
Why? I cannot say. I only know that He made me
feel that He the Holy Spirit had used my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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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임함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나를 가르치셨다.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면류관을 어서 속히 쓰시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
면얼마나좋으랴!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교훈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그가 열망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었다.그는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면서 나의 영과 육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
어졌음을보여 주셨다.

이 모든 일이 있는 동안에 큰 권능이 내몸에 임하셨다.
그 권능은 지적인 것이요，영원한 것이며 내 육신의 소욕을
어기게 해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성령께서는그리스도에게 영광돌리기 위해 선교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게 분명히 보이셨다.성령
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주시는 자이
시며，장차 왕으로 재럼하실，셰상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
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생애를 바치기 원하셨다.

또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나의 혀를 사로 잡아 나의 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내가
성령께 혀를 드렸을 때 그는 나의 혀를 통하여 내가 알지
도.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로서 말씀하셨다.왜?나도 모르
겠다.나는 단지 성령께서 나의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친히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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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peak mysteries to God，and that it was
eminently fitting that He should seal the flooding
and filling of His temple by taking the tongue and
worshipping God as He gave utterance ，in a
language I by my own prayer could not speak.

God ，who makes no two leaves exactly alike ，
will fill you with the Holy Spirit in the way He
chooses. Som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ight
away after their conversion. Others pray a long
time before receiving. Some are kneeling at an alter
when they are baptized in the Holy Spiri t.Others
are sitting or standing. Some are in a prayer group
or in a home. Others are singing ，reading the Bible ，
or going about their work when suddenly a great
love for God wells up in them and they burst out
praising Him and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 t.

‘~..좋 For You To Do

5 You have stu~~~d _so~e examples and Bible verses
about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 t.Based on
these，what could be said about the manner or way
God fills people with the Spirit?
a) Everyone is filled in the same way.
b) God fills each person as He chooses.
c) A certain ritual or method must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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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잎사귀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방법대로 성령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어떤 이들은 회개를 하면서 바로 성령세례를 받으며
또 어떤 이들은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기도를
드리며，어떤 이들은 교회 의자에 앉은채 성령셔l례를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선채로 받기도 합니다.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 찬송이나 성경을 보다가 받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일하려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극하
신 사랑이 용솟음쳐 올라 그를 찬0.f하며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우도있습니다.

제 6과

며 내 힘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언어로서 말하게 하셨고 하나
님을 찬0.f하도록내 혀를 주장하셨다"

‘~...좋
l과제 51 여러분은 이미 성령충만에 대한 표적과 성구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것들을 근거로하여 볼 때，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럼들을 성령으로 채우십니까?

a)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채우신다，
b)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채우신다
c) 특별한 의식이나 방법에 따라 채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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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e !~u 않en or experience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four ways you have studied? If
so，write a short description in the spaces
following.

a Mind .

b Emotions .

c Will .

d Body .

Maybe you have been filled but are not as full of
the Spirit now as you would like to be. Do what the
early Christians did: let Him fill you again to
overflowing. "Keep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As you see how others ar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you realize that God has no favorites.
What He is doing for others，He will do for yo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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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61 여러분은 앞에서 공부하신 4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아래에 간략하게 적어보십시요.

a) 마음;

b) 감정’

c) 의지 ;

d) 옴，

어쩌면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나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 만큼 충만히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초대 교인들이
행했던 대로행하십시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넘치도록재충만
케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요 그리고 “성령으로계속 충만하십
시요 n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선 특별히 어떠한 한가지 방법만 사용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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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ong you have been converted ，where you are，
and what you are doing are not importan t.What is
important is your attitude ，your hunger and thirst for
God，your willingness to obey Him，and your faith
that He will keep His promise. Surrender to Him and
let Him fill you right where you are.

God bless you as you put into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We pray this for you:

Colossians 1:9-11. We ask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with all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his Spirit gives. Then you will be
able to live as the Lord wants and always do what
pleases him. Your lives will produce all kinds of
g∞d deeds，and you will grow in your knowledge of
God. May you be made strong with all the strength
which comes from his glorious power.

~ ..
췄 For You To Do

7 Begin to p때 now. Quote the promises that you
memorized. Thank God for them. Thank Him for
sending His Spiri t.Invite the Spirit in and
surrender to Him.

Now you are ready to fill out the last half of your
student report for Lessons 4-6. Review these lessons ，
then follow the instructions in your student rep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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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사용하신 동일한 방법을 또한 당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얼마나 오래
되며，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당신의 직분이 무엇인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와 갈급함 그에게의 순종심 또 그가 약속하
신 바를 지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지금 당장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요 당신이
이제까지 배운 것을 실천에 옮걸 때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명
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 9-11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
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이 힘을 쫓아 모든 능력
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췄
l과제 7)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했

던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 보십시요.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
시다.성령을 보내주심을，성령을 영접하고 성령께 모든것을
맡기십시요.

이제 여러분은 4-6과를 위한 학생보고서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이 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생보고서
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십시요.그리고 작성한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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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send your 없lswer sheets to your instructor，
ask him about another course of study.

Congratulations! You have finished studying this
course，Your Helpful Friend. I hope these lessons
have helped you understand who the Holy Spirit is
and how He can work in your life. May God bless you
as you choose each day to let the Holy Spirit fill you
and lea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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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사무설로 보낼때，다른 과정에 대한 질문도 함께 보내십시
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돕는 친구”의전 과정을 완전히 마쳤

습니다.우리는 끝까지 성의껏 공부를 마쳐준 당신같은 학생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 국제성경통신학
교를 졸업했을지라도 이 지식을 기초로하여 앞으로 더욱 성경
공부에 힘쓰길 바랍니다.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굳센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이며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운바를 믿음으로 몽소 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틀림
없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자의 답안지를 본 통신학교로 보내주시면 채점한
후 수료증과 함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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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여러분이 1-)과의 공부를 끝냈으면 이책의 1-)과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과의 질문에
대한 해당은 제 l부 즉，첫번째 답안지에 작성하시연 됩니
다 그리고 4-6 과의 공부를 끝내면 4-6과에 대한 요구사항
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2부，두번째 답안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친후에는 답안지는 가능한한 빨리

leI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삽시요 (질문책자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안지의 첫부분에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알려주는 설명이 있습니다.여러분은 이러한 예제설명
올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안을 표시하면 됩니다.

[ 1부]
*1-3과에 대한 요구사항
모든 질문에 있어 문제지의 번호와 당안지의 번호가 같음

을명심하십시요.

1. O. x 문제
아래의 문징L들은 참이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문장이 “참”일경우에 @를 “거짓”일경우에는 @를 겸게
칠하십시요

l문제 ”성령은 우리를 성스럽게 하기를 열및빼신다.
l문제 21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l문제 31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시작을 위해 초대교회에만

주어졌다.
l문제 41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불가능하다.
l운제 51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l문제 61성령은 단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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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71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2.선택형문제
아래의 문제들은각기 하나의 답을가지고있습니다 여러

분은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답안
지에 표시된 같은 번호를 검게 철하면 됩니다.

|문제81 사도행전 2: 1-13 은 우리에게
a)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있다.
b) 처음의 성령이 충만하여 차고 넙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c)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l문제 91 그리스어로 보혜사 (paraclete) 는
a) “도움을주는 자”라고도한다.
b) “생명을주는 분?이다
c) “지혜를주는 분”이다

l문제 l미 Glossolalia (방언 )은
a)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을 뭇한
다.

b) 구원의 선물이다
c) 물로 침례받음을 뜻한다.

l문제 III카리스ol-(Charisma) 는
a) 개종된 상태를 말한다.
b)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
c)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l문제 121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시면 우리는
a) 아무런 육체도 갖지 않는다.
b) 연약함에서 벗어나 변화된 육체를 갖게될 것이다.
c)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갖게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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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문제 131 빌립보서 4:6 은 우리에게
a) 우리의 죄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씀하신다.
b)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c)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신다.

l문제 141 성령은
a)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
b) 우리의 동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도록 만드신다.

l문제 lSI 우리는 더많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a) 필요한 것은 간구하며 보내야 한다
b)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보내야한다.
c)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보내야한다.

l문제 161 시편 145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a)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적혀있다.
b) 기.도의중요성에 대해 적혀있다
c)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 적혀있다.

l문제 171 성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생활의 일상적인 활동과 결별하는 것
b)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멸하는 것
c) 죄에서 결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l문제 181 성령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a) 성령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b)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c)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l문제 191 로마서 8: 5-6 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마음은어떠한가?

a) 충성된 마음이 생긴다
b)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c) 영적인 선물을 갖게 된다.



국제 성경 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학생보고서 (1)
답안지 (1)

과정제목
(정자로써 주십시요)

다음 빈 칸을 채우섭시요.

이름

학번
(모르면쓰지 마집시요)

;c...L，二L

정보를위한요구사항

국제 성경통신학교는 여러분에게 다른 과정과 그 과정의
값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요.



학생보고셔 당안지(1)-2

당안지 작성요령

다음 예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답을 선택하고 답안지를 작성
하느냐를 보여줄 것입니다.두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옳음과 그름 그리고 선다형입니다

옳옴과그름의문제의예

다음 문장들은 옳든지 그르든지 한가지입니다 만일 문장이
옳으면 @를 검게 하시고，그르면 @를 검게 질하시요

1.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업니다.

위의 문장，“성경은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입니다”
는 옳은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를 검게 하시면
댐니다.

l.@

선다형 문제의 예

다음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답이 있습니다 옳다고 샘각되는
답에겁게 질을 히십시요

2. 거듭난다는것은
a) 나이가 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b)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를 겹게 첼하면 됩니다.

2®. ©
이제 학생보고서 문제집 l를 읽고，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또는 @에 검게 철하
섭시요



3- 학생보고서 당안지 (I)

옳E 답에 검껴며!쉽셔요.

1@@ 9@@@ 17@@@
2@@ 10@@@ 18@@@
3@@ 1l@@@ 19@@@
4@@ 12@@@ 20@@
5@@ 13@@@ 21 @@
6@@ 14@@@ 22@@
7@@ 15@@@ 23@@
8@@@ 16@@@ 24@@

이제 여러분의 답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심으로 이 과정의 개선을 위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실제로 느낀 점들을 우리에
게 말해 주십시요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글에
0표하십시요

L 이 과정의소재들은
@아주흥미 있었습니다
@흥미 있었습니다
@조금홍미 있었습니다
@흥미 없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2.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배웠습니다.
@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3. 내가배운것은
@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간냥비였습니다

4. 이 과정은
@매우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5. 어쨌든，이 과정은
@아주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빈약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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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은 이와 같은 다른 과정을 더 공부하기를 원효
까?

@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소극적으로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 적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s. 이과정에 대하여 적어도 한가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으
십시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국제
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학생보고서 답안지를 국제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여러분의 답안지를본후，여러분이공부한
이 과정에 관한 수료증 또는 엘을 보내드렬 것입니다.여러분
의 수료증에 적을 이름을 아래에 기록하여 주십시요

성명

ICI용

D SC

국제성경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국제성경 통신학교

그리스도민의 삶 프로그램
학생보고서 (2)
답안지 (2)

과정제목
(정자로써 주십시요)

다음 빈 ξι을 채우십시요，
이름

학번
(모르면쓰지 마십시요)

주소

정보를위한요구사항

국제 성경통신학교는 여떠분에게 다른 과정과 그 과정의
값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그런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모뜬 질문에 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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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안지 작성요령

다음 예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당을 선태하고 답안지를 작성
하느냐를 보여줄 것입니다.두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옳옴과 그륨 그리고 션다형입니다.

옳옴과그륨의문제의예

다음 문장들은 옳든지 그르든지 한가지입니다 만일 문장이
옳으면 @를 검게 히시고，그르면 @를 검게 질히시요

1.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념의 메시지입니다.

위의 문장，‘성경은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입니다”
는 옳은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를 검게 하시연
됩니다

t • ®
선다형 문제의 예

디음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답이 있습니다 옳다고 샘각되는
답에검게 질을하십시묘

2. 거듭난다는것은
a) 나이가 젊어지는 것올 의미합니다
b)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애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b)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를 검게 철하연 됩니다

2®. ©
이제 학생보고서 문제집 2를 읽고，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 또는 @에 검게 첼하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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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답에김게 하십시요

I®®
2®®
3®®
4®®
S®®
6®®
7®®
8®®©

9®®©
10®®©
II@®©
12®®©
13®®©
14®®©
IS®®©
16®®©

3- 학생보고서 당안지(2)

17®®©
18®®©
19®®©
20(횡@
21®®
22®®
23®®
24®®

이제 여러분의 답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심으로 이 과정의 개선을 위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설제로느낀 점들을우리에
게 말해 주십시요.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글에
0표하십시요

L 이 과정의소재들은
@아주흥미 있었습니다.
@홍미 있었습니다-
@ 조금 흥미 있었습니다.
@흥미 없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2. 나는 S. 어쨌든，이 과정은
@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아주 좋았습니다.
@ 조금 배웠습니다 @ 좋았습니다.
@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 괜찮았습니다.
@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0)빈약했습니다.

4. 이 과정은
@매우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3. 내가배운것은
@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이었습니다
@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학생보고셔 당안지(21 - 4

4. 여러분은 이와 같은 다른 과정을 더공부하기를 원하쇠니
까?

@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 적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5. 이과정에 대하여 적어도 한가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으
삽시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국제
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학생보고서 답안지를 국제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여러분의 답안지를 본 후，여러분이 공부한
이 과정에 관한 수료증 또는 엘을 보내드렬 것입니다 여러분
의 수료증에 적을 이릎을 아래에 기록하여 주십시요

성명

ICI용

D SC

국제성경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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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문제

아래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또는 ‘아니오”대답
하는 것a로，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일경우에는 @를
“아니오”일경우에는 @를 겹게 첼하면 됩니다.

|문제201 당신은 1-3과의 내용을 주의 갚게 읽었습니까?

l문제 211 1-2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2) 3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31 각과가 끝날 때마다 각과의 과제에 대해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l문제 241 각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외울
수있습니까?

[2부]

*4-6과에 대한 요구사항

모든 질문에 있어서 문제지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같음을명심하십시요.

1. O. x 문제
아래의 문장들은 참이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만약

문장이 “참”일경우에는@를 “거짓”일경우에는 @를 겁게
칠하십시요.

l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은 서로 화합하여
함께 일할수있다.

l문제 21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목사님에게만 주신다.

l문제 31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
지않는다

l문제 41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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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문제 51하나님은 단지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
다

l문제 61 방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표시이다.

!문제71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모두 가지고
있다.

2. 선택형문제

아래의 문제들은 각기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은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담을 곧라 답안
지에 표시된 갇은 번호를 검게 첼하면 됨니다

|문제81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가?

a) 성경읽기를 몇일 동안 건너펠 수 있게 한다.
b)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있다.

c)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구절을 필요로할 때 기억
할수있게 한다.

|문제91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a) 예언하는 은사와 같다.
비지혜나지식과 갇다
c) 가장 중요한 은사이다.

|문제101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
가?

a) 오래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b) 하나님에 대해 알고，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갈망
하는사람들

c) 온전하고，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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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川성령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a)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한다
b) 나쁜 태도들을 지적한다
이거짓된 예언으로 부터 교회를 보호한다

|문제 121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a)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생활한다
b) 오랫동안 기도로 간구한다
c) 자기 자신의 뜻， 마음， 감정，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문제131 성령은 무엇을 통해 당선을 인도하시는가?
a) 교회의 일꾼들을 동해서
b) 영적인 수단을 통하여
c) 당신의 예언을 통하여

l문제 141 누가 성령부로 충만해 져야 하는가?
a) 교회에서 일하는 전임자들
b)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c) 주로 교회의 목사님들

!문제151 흔히，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a) 성령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b)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
c) 너무 지주 성령의 힘을 사용한다

l문제 161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
던 까닭은?

a) 그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b) 그들은 예수님이 이땅에 계실 때 행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c)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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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71사도행전 1:4-8 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
신 것은무엇인가?

a) 전도하기 위한 담대함
b) 예수님의 중인이 되는 권능
c) 지혜와 이해력

|문제181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항상
a)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다
b)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c) 방언이나 방언동역을 통해서 주어진다.

l문제 191성령의 능력 사용이 잘못된 경우는?
a)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경우
b) 죄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c) 교회에서 방언으로 예언을 말한 경우

3.종합문제
아래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또는 “아니오”대답

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일경우에는 @를 ‘아
니오 R일 경우에는 @를 검게 철하면 됩니다.

l문제 201 당신은 4-6과의 내용을 주의 갚게 읽었습니까?

l문제 21) 4-5 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2) 6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3) 각과가 끝날 때마다 각과의 과제에 대해 여러분이
작성한 당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t문제 241 각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외울
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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