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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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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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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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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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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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과 성령이 당선을 인도하선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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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4. The Holy Spirit Lead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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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