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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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과 당신에겐 ‘성령”이라는친구가 계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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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
영

자
사

님
의

려
「
체
끼
니
낙

←
。

조
보
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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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