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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1파에서 4파까지의 여러분의 공부를 끝냈을 때 1-4 과

의 요구사항 부분에 있는 이 책자 문제에 대답할준비가되

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답은 부분 1，답안지1에 표시되어

야합니다.

5과에서 6파까지 끝었을 때 5-6 과의 요구사항은 이 책

자 두번째 부분에 있는 문제에 대답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

다.답안지 2 ，부분2 를 사용하여 이 부분 해답을 표시하십

시요.

각 학생 보고서 답안지톨 끓내자마자 즉시 lei 강사에
게 보내십시요. 이 문제칩은 보내지 마십시요.

여러분의 답안지 처옴에 보기률 검토하십시요. 이 보기

가 각 문제 해답 선택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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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고서 1

1-4과의 요구사항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안지 O표 옆의 번호가 이 책자
문제의 번호와 꼭 강다는 것올 확인하십시요.

정，오형

다음 말은 옳거나 아니면 톨립니다. 만일 이 말이

옳으면-@동그라미를 까망게 하십시요.

톨리면 -@동그라미를 까망게 하십시요.

l 성경올 쓴 모든 사랑의 직업이 같았옵니다.

2 어떤 성경 속의 여분 주석도 하나님의 감명으로 된 것

입니다.

3 용어 색인은 귀절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4 민수기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국민올 기록한 것입니

다.

5 대부분의 소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 살았고 또한 기

록했옵니다.

6 다윗은 그때까지 살았던 사랍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

람이었읍니다.

7 스바냐는 앞으로의 고통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했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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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밑에 번호가 있는 각 항목에는 정답이 하나씩 있읍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선택하십시요. 여러분의

답안지에 여러분이 선택한 부호와 같은 부호톨 가진 동
그라미률 까맡게 하십시요

8 하나님 말씀융 믿는 자들온

a) 시험받을 때 실족한다.

b) 시험받을 때 다른 곳에 의지한다.

c) 시험받을 때 확고하다.

9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a)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

b) 위대한 책에 의지한다.

c) 제사장에게 의지한다.

10 약 몇 명이 성경을 썼융니까?

a) 14
b) 40
c) 66

11 신약은
a)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다.

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기록되었다.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후에 기록되었다.

12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음율 무슨 이유로

알 수 있융니까?

a) 성경 전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비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다른 사랍들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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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옳은 것은?

a) 성경의 모든 번역판은 단어가 서로 다 똑같다.

b) 성경의 여러가지 번역판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c) 성경의 새 번역판은 현대어로 기록되어 있다.

14 구약의 격사서는 전부 몇 권입니까?

a) 5
b) 12
c) 39

15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가 구약의 어떤 책

에 기록되어 있옵니까?

a) 창세기

b) 출애굽기

c) 신명기

16 인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
a) 역사서에 있다.

비 모세 오경에 있다.

c) 예언서에 있다.

17 이스라옐 초대 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은?

a) 사무앨상 하

b) 열왕기상� 하

c) 역대상�하

IS 자기 나라 국민을 구원한 여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

는 책은 구약 중 어느 것입니까?

a) 룻기

b) 열왕기상

c)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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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경 중에서 야마 최초에 기록된 책은?

a) 창세기

b) 용기
이 시편

일반적인 문제

1 - 4 과

다음 칠문 각각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a 동그라미에 까만 철을 하세요.

아니요 -b 동그라미에 까만 철올 하세요.

20 1-4 파률 주의깊게 원어 보셨융니까?

21 1-2 과의 연구과제 모두를 완성하셨융니까 ?

22 3-4 과의 연구과제 모두를 완성하셨융니까?

23 연구과제에서 여러분이 하신 해답과 각과마다 끝에 있

는 정답과률 비교해서 점검해 보셨융니까?

24 파 목적이 제안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그것을 재검토 해 보셨옵니까?

1-4과의 요구 사항 끝.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의 학생
보고서 답안지 1올 감사에게 보내세요. 5과의 연구지침

에서 여러분의 연구롤 계속 하십시요.



CL 12- 학생보고셔 -7p

학생 보고서 2

5-6과의 요구사항

모든 문제훌 위해서 답안지에 있는 동그라미 옆의 번호
가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의 번호와 강은가 확인하십
시요.

정，오형

다음 말은 옳거나 혹은 톨렸읍니다. 만일 말이

옳으면-@동그라미를 까말게 하십시요.

톨리면 -@ 동그라미를 까망게 하십시요.

1 4복음서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2 바울은 신약의 책 약 반올 썼 다.

3 성경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중거가 거의 없다.

4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

5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올 의십케 하고저

한다.

6 수세기에 걸쳐 성경이 생존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초자

연척 기원올 가진 책이라는 증거다.

7 비록 성경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랍들에 의해서 기

록되긴 했지 만 그 메시지는 모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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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각 질문에는 정답이 한개 뿐입니다. 여러분의 답안지

에 여러분이 선택한 해답과 같은 번호훌 가진 동그라

미훌 까및게 휠하세요.

8 복옵서 작가 중 어느 분이 의사였융니까 ?
a) 마태

b) 마가

c) 누가

9 어느 복음서 작가가 사도행전을 썼융니까?

a) 마가

b) 누가

c) 요한

10 바옳은 우리가 다옵 중 무엇에 의해 구원된다고 가르쳤

융니까?

a) 선행
비 믿옴을 흉한 온총

c) 오랜 기도

11 다옴 중 어느 책이 유대인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융니까?

a) 로마서

b) 히브리서

c) 빌레몬서

12 고흉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는 서신은?

a) 베드로전서

비 야고보서

c) 유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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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약은 전부 몇 권인가요 ?
a) 27권
b) 39권
c) 66권

14 초대 교회의 역사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옵니까?

a) 사도행전

b) 히브리서
c) 로마서

15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누가 썼옵니까 ?
a) 요한
b) 누가

c) 바울

16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올 줍

니까?

a) 고통과 핍박

비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음

c) 목사가 되라는 소명

17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 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옵니까?

a) 세상 종말

b)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c) 성도들올 위한 그리스도 재림

18 디모데후서 4 장 5-8 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약속했융니까?

a) 믿음을 간직한 사랍에게 숭리의 상

b)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에게 휴식

c) 죽는 사랍에 게 옷과 하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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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옴 중 어떤 책들융 “욱중서신”이라 합니까?

a)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b)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일반적인 문제

5 - 6 과

다음 질뭄 각각에 대한 여러분이 대답이

여1- a 동그라미에 까만 철을 하세요.

아니요 -b 동그라미에 까만 철올 하세요.

205-6파률 주의깊게 읽어 보셨융니까?

21 5파에 있는 연구과제 모두률 완성하셨융니까 ?

22 6과에 있는 연구과제 모두률 완성하셨융니까?

23 연구과제에서 여러분이 하신 해답과 각파마다 끝에 있

는 정답과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셨융니까?

24 과 목척이 제안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그것을 재검토해 보셨융니까?

5-6과의 요구 사항 끝.여러분의 학생보고서 답안지

2톨 lei 강사에게 보내세요. 이제 본 과정의 공부톨 마
쳤으니 강사에게 다른 연구과정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

하십시요.





여러분의 학생보고서 답안지톨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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