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GROWING IN PRAYER (PART 2)   

       Session 5 Fellowshipp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의 교제함 

I. INTRODUCTION  
도입 

A. Paul wrote of the blessing of fellowshipping with the Holy Spirit (2 Cor. 13:14; Phil. 2:1).  

바울은 성령님과의 교제로 인한 축복에 대해 기록했다 (고후 13:14; 빌 2:1). 
14May the…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2 Cor. 13:14, NIV)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글 KJV: 성령의 교제 )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1…if any comfort of love, if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f any affection and mercy… (Phil. 2:1)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 2:1) 

B. The Holy Spirit is a dynamic Person who lives inside our spirit. We are to fellowship, or commune, with 
Him by talking with Him often. We must value and cultivate our friendship with the Spirit in an intentional 
way. One way to do this is by speaking to Him as the God who dwells within us.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계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인격이시다. 우리는 그분과 자주 
대화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며,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의도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이를 하는 한 방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C. Some refer to this activity as abiding prayer, contemplative prayer, communing prayer, centering prayer, or 
the prayer of quiet. There are other names for this type of prayer in various traditions. 

어떤 사람은 이를 머무는 기도, 관상 기도, 교제하는 기도, 초점을 맞추는 기도, 또는 침묵 기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이름은 여러 교회 전통 안에서 다양한 이름이 존재한다. 

D. A vibrant walk with the Spirit is essential in our quest to experience more of God. It is futile to seek deep 
experiences with God while neglecting the Spirit’s leadership and relationship in our lives.  
We cannot go deep in God with a dull spirit. It is a glorious privilege for every believer to be able to 
fellowship with the Holy Spirit to the degree to which he desires.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번역: 노아 미니스트리, http://noahministry.org 

http://www.ihopkc.org/
http://www.mikebickle.org/


GROWING IN PRAYER (PART 2) – MIKE BICKLE 
Session 5 Fellowshipping with the Holy Spirit           Page 2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에서 성령님과 활발하게 함께 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등한시 여기거나 그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무뎌진 영으로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각자가 갈망하는 만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E. Our greatest destiny is to grow in intimacy with God through the indwelling Spirit and thus shar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God has so opened His heart and family life to His people so that we may 
have deep fellowship with Him. This i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and of true prayer.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장해나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가족됨의 역동성(역자 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의 역동성”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크게 열어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자 정수이며, 또한 참된 기도의 본질이다. 

F. Many think of prayer only in terms of seeking God’s help to solve their problems and gain blessings in their 
circumstances. Prayer is first a call to communion with God by the indwelling Spirit. 

많은 이들은 기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삶에서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기도는 무엇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로의 부르심이다. 

G. I want to be a “person of the Spirit”—to know the Spirit in my interior life as well as in my exterior ministry. 
Walking in the Spirit involves much more than prophesying, healing the sick, or praying in faith to release 
God blessing on others. I also want to be a “man of the Spirit” in my inner life.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즉 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에서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기 위해 예언이나 병자를 
치유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II. GOD CREATED US WITH THREE PARTS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창조하셨다 

A. God created every human being with three parts: a spirit, a soul, and a body. One man summarized this 
reality: “We are a spirit, we have a soul, and we live in a body.” Our soul is our personality, which consists 
of our mind, emotions, and will—sometimes referred to as our “heart” in Scripture.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다: 영, 혼, 육. 어떤 사람은 이 실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산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며, 이는 
마음과 감정, 의지로 구성된다. 이는 성경에서 때로 “마음(heart)”으로 언급된다. 
23...and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1 Thes.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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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B. At the new birth our spirit is joined to God so that we are one spirit with Him (Rom. 8:9-11; 1 Cor. 6:17). 
The reality of the new birth is that the Spirit comes to live in our born-again spirit. Salvation involves more 
than being forgiven. We have a new connectedness with God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합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된다 (롬 8:9-11; 고전 
6:17). 중생(거듭남)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사시는 것을 말한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을 가지게 된다. 
17But he who is joined to the Lord is one spirit with Him…19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1 Cor. 6:17-19)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7-19) 

C. The Spirit flows from our spirit, which is translated as “belly” in the King James Version, and more 
accurately as “innermost being” in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는 KJV 에서 “배”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한글 성경도 
역시 “배”로 번역), 이는 NASB 에 좀 더 정확하게 “가장 내면에 있는 존재”라고 번역되어 있다. 
38He that believeth on Me…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KJV)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38He who believes…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NAS) 

D. The Holy Spirit springs up from our spirit to impact our heart, i.e. our mind and emotions (Jn. 4:14).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솟아나와 다른 이들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신다 (요 
4:14). 
14“…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fountain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 (Jn. 4:14)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E. Jesus promised that the Spirit would flow like a river springing up out of our spirit to inspire, direct, and 
transform our mind and emotions and minister through us to others. He lives in our born-again spirit in 
fullness at the new birth, yet the measure with which He expresses Himself in our mind and emotions grows 
progressively. The more we engage our mind with the indwelling Spirit, the more our mind and emotions are 
renewed; thus we are transformed by renewing our minds (Rom. 12:2). The more our minds and hearts are 
renewed, the more God expresses Himself in and throug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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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샘물과 같이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며, 힘을 불어넣어주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충만하심으로 사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생각을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더욱 새롭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된다 (롬 12:2).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새롭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더욱 드러내신다. 

F. Because the Scripture describes God as light (1 Jn. 1:5), we can think of light as being inside our born-again 
spirit where the Spirit dwells. I think of the Spirit as the Shekinah glory of God dwelling in my spirit. When I 
talk to the Spirit, I picture Him as a glorious light—a bright, diamond-like, glorious person shining in my 
spirit. (That is not exactly how it is, but this helps me to focus.)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요일 1:5),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빛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성령님을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성령님과 대화할 때, 나는 그분을 내 영 안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빛, 즉 밝고 다이아몬드 
같으며,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그린다. (이 설명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G. Focusing on the Spirit will always lead us to glorify and obey Jesus and His Word (Jn. 16:14). Some false 
religions speak of gazing into an internal light; they present a counterfeit because they neither possess the 
indwelling Spirit, nor lead people to love and obey Jesus.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요 16:14). 어떤 거짓 종교들은 자신의 내적인 빛을 응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순종하도록 이끌지도 않기에 이들이 내적인 빛을 응시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14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Jn. 16:14)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4) 

III. WALK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함 

A. Paul exhorted us to walk in the Spirit, promising that, if we do so, we shall not end up yielding to the lustful 
desires of the flesh (Gal. 5:16).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갈 5:16). 
16Walk in the Spirit, and you shall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sinful desires]. (Gal.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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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죄를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B. Walking in the Spirit is the primary way to walk in victory over our flesh. We are to put more focus on 
walking in the Spirit than on denying sinful desires. The way to walk in freedom is by walking in the Spirit, 
not by focusing on the desires themselves as we grit our teeth seeking to resist them. We overcome darkness 
by turning on the light—focusing on Christ in us, our hope of glory (Col. 1:27).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죄악된 
소욕을 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욕을 이기려고 노력하며 정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행할 때에 가능하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을 켤 때,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 가능하다 (골 1:27). 

1. Paul did not promise us that all fleshly desires would be gone; he said we would have the power to 
avoid yielding to them. The way to overcome the power of sinful desires is to grow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Spirit by being actively engaged with Him. 

 바울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이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죄의 소욕의 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활발하게 
교제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성장해나감으로 가능하다. 

2.  We walk in the Spirit to the degree that we talk to the Spirit. It is as simple as can be and is accessible 
to every believer. We set our mind on Him and speak to Him (Rom. 8:6).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만큼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 (롬 8:6).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모든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하며 그분과 대화해야 한다 (롬 
8:6). 
6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Rom. 8:6, NAS)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IV. TALKING TO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대화함 

A. In prayer we can focus our mind on God in two ways—on the Father, who sits on His throne (Rev. 4) and on 
God the Holy Spirit, who lives in our spirit (Rom. 8:9).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계 4 장),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롬 
8:9). 
9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Our Father in heaven… (Mt. 6:9)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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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10If Christ is in you…the Spirit is life… (Rom 8:9-10)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롬 8:9-10) 

B. The Spirit longs for us to talk with Him, but He will not force conversation or friendship on those who are 
not interested. When we talk to Him, He will “talk back” to us. Once we begin the conversation, He will 
continue it as long we as we do.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기를 갈망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에 관심도 없는데 강제로 그분과 
대화하거나 교제를 쌓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께 말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가 계속하는 한은 우리와 대화를 계속해나가신다. 

C. Often when He “talks,” He does not use audible words but gives us impressions, sensitizes our emotions so 
we can feel His nearness, or speaks through His Word. He gives subtle impressions that release His power on 
our minds and hearts. God leads us by the still, small voice in our inner man—the still, small voice He used 
to speak to Elijah (1 Kgs. 19:11-13). 

그분은 종종 “말씀하실 때,” 들리는 음성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의 감정을 
민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도록 하시거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세미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의 능력을 부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잠잠하고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는 그분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세미하고 작은 음성이다 (왕상 19:11-13). 

D. Augustine testified that he lost much time seeking the Lord outwardly instead of turning inward.  

어거스틴은, 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 외적인 음성을 듣는데 노력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음을 기록했다. 

V. GET STARTED 
시작하기 

A. I suggest being intentional about talking to the Spirit—start by setting time aside three to five times each day, 
aiming to speak to Him directly three to five minutes each time. If we talk to the Spirit only when we are 
tempted, rather than as a lifestyle, then we will not sustain our dialogue with Him.  

나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에 의도적이 되기를 추천한다. 하루에 세 번, 혹은 다섯 번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한 번에 3 분 혹은 5 분 정도 그분께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우리가 삶에서 
훈련되지 않고 만일 마음이 움직일 때만 성령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B. At first it may be difficult to bring your mind to focus on the indwelling Spirit. As you do it more often, you 
will become accustomed to withdrawing inwardly to speak to the Spirit. If your mind wanders, simply turn it 
back to the indwelling Spiri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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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당신의 생각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더욱 자주 하게 될 
때, 당신은 성령님과 대화하기 위해 내적으로 나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초점을 잡지 못한다면, 이를 단순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가져가라. 

C. We practice the presence of God, knowing that it takes time to grow in our sense of connectedness with the 
indwelling Spirit. The more I speak directly to Him in private, the more I sense His presence in my public 
life with others.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감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께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더욱 많이 할 
수록,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더욱 잘 느끼게 된다. 

D. Linger in God’s presence: In dialoguing with the indwelling Spirit, take time to linger, speaking slowly to 
Him. Include declarations of your love for Him. Speak slowly, with occasional whispers of “I love You, 
Holy Spirit,” while gently and intermittently praying in the Spirit. Do not rush, and do not be wordy. He 
enjoys us when we recognize His indwelling presence. I know this because I can feel His pleasure when I 
acknowledge Him.  I linger with my attention turned inward to Him.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래 머물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며 오래 
머물며, 그분께 천천히 대화하라.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라. 성령 안에서 
잔잔히, 간헐적으로 기도하며, 천천히 말하며, 때때로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 성급히 
기도하지 말고,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내가 이를 아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인식할 때 그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적으로 그분을 주목하며 오래 머무는 것을 즐긴다. 

E. As I speak to the Holy Spirit, I do not fire off my prayers in rapid succession; I speak short, simple phrases to 
Him, slowly and softly. It is important to wait with a listening heart. Sometimes I will gently sigh as I pray 
with subtle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Rom. 8:26) in between moments of total silence. I do this 
much more than I speak words. 

내가 성령님께 말할 때, 나는 기도를 재빨리 이어가며 급히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짧고 단순한 고백을 
그분께 말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한다. 마음으로 그분을 들으며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다. 때때로 나는 
완전한 정적의 사이 사이에 세미한 “말할 수 없는 탄식” (롬 8:26)의 기도로 부드럽게 탄식한다. 나는 이를 
말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F. One of my favorite prayers—the one I use most often—is asking the Spirit to let me see what He sees and 
feel what He feels about my life, my family, and other people, as well as what He sees and feels about Jesus, 
the church, the great harvest, the nations, the end times, and so 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의 하나, 즉 내가 가장 자주 하는 기도 중의 하나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대해, 내 가정과 다른 이들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교회, 대 추수, 열방, 마지막 때 등에 대해 
그분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다.  

VI.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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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 use a five-letter acronym, T-R-U-S-T, to help me focus. I try to pray through this on a daily basis. 

나는 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섯 글자로 된 약어, T-R-U-S-T 를 사용한다. 나는 이를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한다. 

T: Thank You  

T: 감사합니다 

The first thing is to turn our attention inward to recognize the Spirit’s presence and simply thank Him for His 
indwelling presence. I say, “Thank You, Spirit, for Your presence in my spirit.” Occasionally add 
affectionate phrases like, “I love You, Holy Spirit, and I enjoy Your presence.”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적으로 주목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며,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님, 당신의 임재가 제 영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종종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도를 더하라, “성령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로 인해 제가 즐겁습니다.” 

R: Release revelation of Your glory 

R: 당신의 영광에 대한 계시, 이해함을 부어주십시오 

Paul prayed that the Father of glory release the spirit of revelation to His people (Eph. 1:17) Moses prayed, 
“Please, show me Your glory” (Ex. 33:18). Ask the Holy Spirit to open your eyes to see the realm of God’s 
glory that you may encounter more of His glory and heart.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엡 1:17).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8). 성령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신이 그분의 영광과 마음을 더욱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라. 

U: Use me 

U: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Paul exhorted us to seek diligently to be used in the gifts of the Spirit (1 Cor. 12:31; 14:1). The Spirit 
promised to release His gifts through every believer (Acts 2:17-21; 1 Cor. 12:7). Thank the Holy Spirit for 
His gifts and ask Him to release them to you in a greater measure. Ask Him to give impressions to you to 
bless people, that you may be a vessel of His presence to glorify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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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성실히 추구할 것을 권면했다 (고전 12:31; 14:1).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을 통해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행 2:17-21; 고전 12:7).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 감사하며, 당신에게 이를 더욱 부어주실 것을 구하라. 그분이 당신에게 
사람들을 축복할 감동을 주심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라. 

S: Strengthen me 

S: 저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The Spirit will strengthen our inner man by touching our minds and emotions with the might of His presence. 
We can draw on His strength by thanking Him for the reality of His power that is already in our born-again 
spirit. Because the Spirit lives in us, the fruit of the Spirit—love, joy, peace, and so on—is in our spirit now. 
We can experience more of the power of this fruit by thanking Him that it is already in us.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이미 계신 그분의 능력의 실재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분의 능력에 
기댈 수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평강 등은 우리의 영 
안에 현재 존재한다. 우리는 이 열매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이 열매의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 
16…to be strengthened with might through His Spirit in the inner man. (Eph. 3:16) 

16 …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엡 3:16) 

22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gentleness, 
self-control. (Gal.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 (갈 
5:22-23) 

T: Teach me 

T: 나를 가르치십시오 

The Spirit is the Teacher who leads us into God’s will and ways so that we are able to live in partnership 
with God. We ask the Spirit to teach us about God’s Word, will, and ways by giving us wisdom and creative 
ideas for every area of our life, including how to steward our money, excel in a career, manage our time, 
prosper in relationships (in our family, church, workplace, etc.), function in ministry, and walk in purity and 
heal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He will guide us in ways that help us walk in holiness, have health in 
our bodi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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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교사)이시며,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길을 가르쳐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지혜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며, 직장 생활을 탁월하게 하며, 시간을 관리하며, 관계가 풍성해지며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사역의 역할을 하며, 정결함과 (육적, 감정적으로) 건강함 가운데 행하는 부분 등을 말한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함과, 육신의 건강함 등에 잘 설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26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He will teach you all things… (Jn. 14:26)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 (요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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