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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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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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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당신을

채우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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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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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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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lesson you will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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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ARE BEING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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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에서 공부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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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샤람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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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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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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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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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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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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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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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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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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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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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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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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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For You To Do

1Memorize Acts 2: 17.

MAKE THE HOLY SPIRIT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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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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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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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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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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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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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나아가라.당신이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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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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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EVE AND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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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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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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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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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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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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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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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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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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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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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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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췄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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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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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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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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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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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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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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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췄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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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 내어 맡기라.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당신을 통하여 기도해

주시며 복음을증거 할때 할말을주시고기적과이사를행할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성령세례는

당신이 이러한 생활로 들어가는 시초이며，성령의 명령대로

사는 생활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당신의 마음과 감정과

뜻과 폼을 완전히 성령께 내어 맡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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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췄
l과제 41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내맡겨 놓아야 할 일 4가지를 들어보십시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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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nder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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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Your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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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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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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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과 성령은낭신을채우신다 J9J

3.

4.

당신의 마음을 내어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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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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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감정을 내어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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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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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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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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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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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Your 까'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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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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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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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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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뜻을내어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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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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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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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몸을내어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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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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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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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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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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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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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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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어는
구절을 말하게 하는 성령에 대하여 일종의 강박관념은 갖고
있긴 하나 단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방언을
말하려 합니다.그들이 그같이 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혀를
사로잡-ot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저들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 권능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198 6. The Holy Spirit Fills You

Here is a condensation of Robert W. Cunninghams ’
experience when he was a Presbyterian missionary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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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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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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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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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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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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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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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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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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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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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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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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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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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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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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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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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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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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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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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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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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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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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nd .

b Emotions .

c Will .

d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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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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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음;

b) 감정’

c) 의지 ;

d)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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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선 특별히 어떠한 한가지 방법만 사용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는 다른



206 6. The Holy Spirit Fills You

How long you have been converted ，where you are，
and what you are doing are not importan t.What is
important is your attitude ，your hunger and thirst for
God，your willingness to obey Him，and your faith
that He will keep His promise. Surrender to Him and
let Him fill you right where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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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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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췄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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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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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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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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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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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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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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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과 성령은당신을채우신다 209

leI 사무설로 보낼때，다른 과정에 대한 질문도 함께 보내십시
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돕는 친구”의전 과정을 완전히 마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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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책자의 답안지를 본 통신학교로 보내주시면 채점한
후 수료증과 함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