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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여러분이 제1과에서 제5과까지의 공부를 완전히 마치

게 되면 여러분은 비 책자에서 묻고 있는 1-5과의 문

제들에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여기까지의 여러분의

해답은 답안지 l에 지시한 대로 적어 넣으연 됩니다.

여러분이 6과부터 10파까지의 공부를 완전히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책자에서 묻고 있는 6-10 과까지의
문제틀에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여기에 해당하는 여

러분의 해답은 답안지 2가 지시한 대로 답안지 2를 이

용하십시요.

여러분은 이것을 마치는 대로 학생 보고서 I，2를 국

제 성경 통신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제지

는보내지 마십시요.

여러분의 답안지 처옴에 있는 예틀을 공부하십시요.

이 예들은 각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답올 선택하여

기록할 것인가를 보여 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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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고서 l

제 1-5과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답안지 O표 옆의 번호가 이 책자 문

제의 번호와 목 같다는 것올 확인하십시요.

훌鳥形

다음 말은 옳거나 아니면 틀립니다.만일 이 말이

옳으면-@ 동그라미를 까떻게 하십시요.

틀리면-@ 동그라미를 까떻게 하십시요.

L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으므로 오늘날은 예

수님에 대해 알 수 없융니다.

2. 예수님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읍니다.

3. 성부，성자，성령을 삼위일체라 합니다.

4.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5. 예수님이 하늘로 오른 이래로 그를 본 사랍은 아무도

없읍니다.

6. 예수님이 이땅에 계셨올 때 사용했던 성령의 권세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읍니다.

7. 예수님을 앓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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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질문 아래에 있는 각 문장에는 옳은 답이 하나씩 있

옵니다.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선태하여，여러

분의 답안지에 여러분이 선택한 부호와 같은 부호의 동
그라미 안을 까땅게 칠하십시요.

8. 4 복음서 중의 하나률 쓴 마태는 예수님의 생얘률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a) 인간의 조상

b)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

c) 성부에 대한 순종

9. 예수님의 수난을 이사야는 그의 책 어디에서 묘사했

옵니까?

a) 9장 b) 53장 c)61장

1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복옴서는 어느

것입니까?

a) 요한복음
b) 누가복음
c)마가복음

11. 예수님은 언제 숭천하셨읍니까?

a) 부활하신 직후에

b) 부활하신지 3년만에
c)부활하신지 40일 후에

12. 메시야에 관한 첫번째 예언은 어디에 나타나 있옵니

까?
a) 창세기 b) 이사야 c)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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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융니 까?

a) 하나님과 홉사하게 행동한다.

b) 사랍의 모습올 하고 오신 하나님이다.

c)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14.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a) 예수님의 가르침올 알아야 한다

b)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 되심
..Q..oj 느=-rl
2.CL ~

c)십계명을 지킨다.

15.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까닭은 어디에 있

읍니까?

a)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b) 죽음에서 숭리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c)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

기 때문에

16. 예수님은 �나는’이라고시작되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

올 어느때 사용합니까?

a)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자신올 묘사할 때

b)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그 자신을 묘사할

때

c) 하나님의 성격과 그 자신올 셜명할 때

17.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뜻의 ‘Incarnation" 이란 단

어는 어떤 두 단어로부터 유래합니까?

a) self-existing (스스로존재 함)

b) In flesh( 肉化)

c) anointed one(기름부음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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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호와-라따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냉니까?

a) 깃발이신 예수

b) 치료자이신 예수

c)목자이신 예수

19. 여호와-찌드케누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냉니

까?

a) 공정하신 예수

b) 치료자이신 예수

c) 목자이신 예수

일반문제

저11-5과
다옴 질문 각각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이연-@를 검게 하시고

아니오이연-@를 검게 하십시요

20.여러분은 1-5과를 주의 김게 읽으셨융니까?

21.1-3과의 연구과제를 모두 마치셨옵니까?

22.4-5 과의 연구파제를 모두 마치셨옵니까?

23. 각 과의 끝에 있는 정답과 여러분이 마치신 연구과

제의 답올 비교해서 점검하셨옵니까?

찌.여러분은 학습 안내에서 주어진 각 성경 구절을 암

송 하셨융니까?

이제 1-5과 까지의 문제를 끝 마쳤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학생보고서 1을 국제 성경 통신 학교로 보내

십시요.여러분의 공부는 6과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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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고서 2

저16-10과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답안지 0표 옆의 번호가 이 책자 문제

의 번호와 똑같다는 것올 확인하십시요.

진위형(률를形)

다음 말은 옳거나 아니면 틀립니다.만일 이 답이

옳으면-@ 동그라미를 까닿게 철하십시요.

틀리연-@ 동그라미를 까닿게 철하십시요.

l.구원이란 오직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만 부여됩니다.

2. 성령의 마지막 역사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옵니다.

3. 유대와 종교 지도 At들은 예수님올 그들의 ’메시야로서

환영하였융니다.

4.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올 싸 했던 천들이 무

덤안에 단정하게 접어져 있옴을 보았융니다.

5.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 받았옵

니다.

6.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한 나

라에 있올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최를 대신하

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의 주가 되

시는것이 옳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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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질문 아래에 있는 각 문장에는 옳은 답이 하나씩 있

읍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올 선택하여，여러

분의 답안지에 여러분이 선택한 부호와 같은 부호의 동
그라미 안올 까닿게 철하십시요

8.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

은 누구입니까?

a) 에스겔
b) 이사야

c) 예레미야

9. 죄인은 왜 빛을 싫어합니까?

a)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것올 두려워 하므로

b) 빛은 오직 선한 것만을 비추므로

c) 빛은 죄인들에게만 비추이므로

10. 성경에서 ‘기릉’이란단어는 무엇올 상징합니까?

a) 아버지 b) 하나님의 말씀 c)성령

II.요한이 본 예수님에게 내려온 성령은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읍니까?

a) 비둘기처럼

b) 어린양 처럼

c) 기름 붓듯이

12. 예수님은 성령올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융니까?
a) 죄 사함

b) 복음의 전파

c) 제Aj-들올가르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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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독교는 여느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a) 인간의 좌절과 고통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b) 모든 죄악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c)삶의 높은 이상올 제공하는 점에서

14.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이라 불리우는 까닭은 어디에

있읍니까?

a) 정중하고 유순하기 때문에

b) 죄악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c) 순결하고 온전하시 기 때문에

15. 길 가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읍

니까?

a)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b) 그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c)예수님올 시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16.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얼마동안 이 땅에 계

셨읍니까?

a) 3일동안 b) 40일 동안 c) 120일 동안

17.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떤 폼을 갖게 됩니까?

a) 영원히 사는 영적인 육신을 갖게 된다.

b) 자연적인 이 세상의 육신올 갖게 된다.

c)전혀 육신을 갖지 않게 된다.

18. 오늘날 예수님이 구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

a) 기독교인들
b) 유대인들
c) 이 땅의 모든사랍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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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올 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읍
니까?

a) 하늘의 천사

b) 그리스도의 몽

c) 어린양의 신부

일반문제

저16-10과
다음 질문 각각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이면-@를 검게 철하고

아니오이연-@를 검게 철하십시요

20. 여러분은 6-10 과를 주의김에 읽으셨융니까?

21.6-8 과의 연구과제를 모두 마치셨옵니까?

22.9-10 과의 연구과제를 모두 마치셨옵니까?

23. 각 과의 끝에 있는 정답과 여러분이 마치신 연구 과

제의 답을 비교해서 점검 하셨읍니까?

24. 여러분온 학습 안내에서 주어진 각 성경 구절을 암

송하셨읍니까?

이제 6-10 과까지의 문제를 마쳤옵니다. 여러분의 학

생 보고서 답안지 2를 국제 성경 통신 학교로 보내십시

요 이제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마쳤옴으로 다른 과정

의 공부를 위해 요청 카드를 이용하여 요청 하십시요.





여러분의 학생보고서 답안지릎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요.

국제 성경 통신 학교

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68호
우편번호 if걷1:[-며)]I[

선화 736-7180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학생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