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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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3. The Holy Spirit Helps You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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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과 성령은 당신의 기도를도와주선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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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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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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