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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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과 생영을 주시는 성령 왜 성령이 오셨는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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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왜 성령이 오셨는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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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