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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여러분이 1-)과의 공부를 끝냈으면 이책의 1-)과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 과의 질문에

대한 해당은 제 l 부 즉，첫번째 답안지에 작성하시연 됩니
다 그리고 4-6 과의 공부를 끝내면 4-6 과에 대한 요구사항
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 2 부，두번째 답안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친후에는 답안지는 가능한한 빨리
leI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삽시요 (질문책자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안지의 첫부분에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알려주는 설명이 있습니다.여러분은 이러한 예제설명
올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안을 표시하면 됩니다.

[ 1부]
대한 요구사항
모든 질문에 있어 문제지의 번호와 당안지의 번호가 같음
을명심하십시요.

*1-3과에

1.

O. x

문제

아래의 문징L들은 참이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문장이 “참”일경우에 @를 “거짓”일경우에는 @를 겸게

”

칠하십시요

l문제

성령은 우리를 성스럽게 하기를 열및빼신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은사는 교회의 시작을 위해 초대교회에만
주어졌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불가능하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l 문제 21 거듭난
l문제 31 성령의
l문제 41
l운제 51

l문제 61 성령은

단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3 당신을 옵는 친구 학생보고셔
|문제71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가르치신다.

2. 선택형문제
아래의 문제들은각기

하나의 답을가지고있습니다

여러

분은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 답안
지에 표시된 같은 번호를 검게 철하면 됩니다.
|문제81 사도행전 2: 1-13 은 우리에게
a)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있다.
b) 처음의 성령이 충만하여 차고 넙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c)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l문제 91 그리스어로

보혜사 (paraclete) 는
a) “도움을 주는 자”라고도 한다.
b) “생명을 주는 분?이다
c) “지혜를 주는 분”이다

l문제

l미 Glossolalia (방언 )은

a)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을 뭇한
다.
b) 구원의 선물이다
c) 물로 침례받음을 뜻한다.

l문제 III 카리 스 o l-(
Charisma) 는
a) 개종된 상태를 말한다.
b) 인간의 능력을 나타낸다.
c)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l문제 121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시면 우리는
a) 아무런 육체도 갖지 않는다.
b) 연약함에서 벗어나 변화된 육체를 갖게될 것이다.
c)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갖게될 것이
다.

당신융 옵는 친구 학생보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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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문제 131 빌립보서

4:6 은 우리에게
a) 우리의 죄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씀하신다.
b)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c)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신다.
l문제 141 성령은
a)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
b) 우리의 동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당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도록 만드신다.

l문제 lSI

우리는 더 많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a) 필요한 것은 간구하며 보내야 한다
b)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보내야한다.
c)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보내야한다.

l문제 161 시편

145 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a)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적혀있다.
b) 기.도의중요성에 대해 적혀있다
c)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 적혀있다.

l문제 171 성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생활의 일상적인 활동과 결별하는 것
b)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멸하는 것
c) 죄에서 결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l문제 181 성령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a) 성령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b)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c)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l문제 191

로마서 8: 5-6 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마음은어떠한가?

a) 충성된 마음이 생긴다
b)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
c) 영적인 선물을 갖게 된다.

국제 성경 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학생보고서 (1)
답안지 (1)
과정제목
(정자로써 주십시요)
다음 빈 칸을 채우섭시요.
이름

학번
(모르면쓰지 마집시요)
;c.
，二

..L
L

정보를위한요구사항
국제 성경통신학교는 여러분에게 다른 과정과 그 과정의
값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요.

학생보고셔 당안지(1)2
당안지 작성요령
다음 예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답을 선택하고 답안지를 작성
하느냐를 보여줄 것입니다.두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옳음과 그름 그리고 선다형입니다

옳옴과그름의문제의예
다음 문장들은 옳든지 그르든지 한가지입니다 만일 문장이
옳으면 @를 검게 하시고，그르면 @를 검게 질하시요
1.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업니다.
위의 문장，“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입니다”
는 옳은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를 검게 하시면
댐니다.

l.@
선다형 문제의 예
다음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답이 있습니다 옳다고 샘각되는
답에겁게 질을 히십시요

2. 거듭난다는것은
a) 나이가 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b) 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를 겹게 첼하면 됩니다.

2®. ©
이제 학생보고서 문제집 l 를 읽고，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섭시요

，@ 또는 @에 검게 철하

3-

학생보고서

당안지 (I)

옳 E 답에 검껴며!쉽셔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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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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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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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21 @@
22@@
23@@
24@@

이제 여러분의 답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심으로 이 과정의 개선을 위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실제로 느낀 점들을 우리에
게 말해 주십시요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글에
0표하십시요
L 이 과정의소재들은
@아주흥미
있었습니다
@흥미 있었습니다
@조금홍미
있었습니다
@흥미 없었습니다

4. 이 과정은
@매우어려웠습니다@어려웠습니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2.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배웠습니다.
@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5. 어쨌든，이 과정은
@아주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빈약했습니다.

3. 내가배운것은
@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간냥비였습니다

‘-、‘-

...--

학생보고서 답안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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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은 이와 같은 다른 과정을 더 공부하기를 원효
까?
@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소극적으로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 적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s. 이 과정에

대하여 적어도 한가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으

십시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국제
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이 학생보고서 답안지를 국제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여러분의 답안지를본후，여러분이공부한
이 과정에 관한 수료증 또는 엘을 보내드렬 것입니다.여러분
의 수료증에 적을 이름을 아래에 기록하여 주십시요
성명
ICI 용
D

SC
국제성경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국제성경 통신학교

그리스도민의 삶 프로그램
학생보고서 (2)
답안지 (2)
과정제목
(정자로써 주십시요)
다음 빈

ξι을 채우십시요，

이름
학번
(모르면쓰지 마십시요)
주소

정보를위한요구사항
국제 성경통신학교는 여떠분에게 다른 과정과 그 과정의
값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그런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모뜬 질문에 답하십시요.

학생보고셔 당안지(2)- 2
당안지 작성요령
다음 예는 여러분이 어떻게 정당을 선태하고 답안지를 작성
하느냐를 보여줄 것입니다.두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옳옴과 그륨 그리고 션다형입니다.

옳옴과그륨의문제의예
다음 문장들은 옳든지 그르든지 한가지입니다

만일 문장이

옳으면 @를 검게 히시고，그르면 @를 검게 질히시요
1.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념의 메시지입니다.
위의 문장，‘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입니다”
는 옳은 것이므로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를 검게 하시연
됩니다
t •

®

선다형 문제의 예
디음 질문에서 가장 알맞은 답이 있습니다 옳다고 샘각되는
답에검게 질을하십시묘

2. 거듭난다는것은
a) 나이가 젊어지는 것올 의미합니다
b)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 애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b)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를 검게 철하연 됩니다

2®. ©
이제 학생보고서 문제집 2 를 읽고，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또는 @에 검게 첼하
십시요.

®.®

3- 학생보고서 당안지(2)
학생보고서 답안지
옳은답에김게

2

하십시요

I®®
2®®
3®®
4®®
S®®
6®®
7®®
8®®©

9®®©
10®®©
II@®©
12®®©
13®®©
14®®©
IS®®©
16®®©

17®®©
18®®©
19®®©
20 (횡@
21®®
22®®
23®®
24®®

이제 여러분의 답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심으로 이 과정의 개선을 위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설제로느낀 점들을우리에
게 말해 주십시요.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글에
0 표하십시요
L 이 과정의소재들은
@아주흥미
있었습니다.
@홍미 있었습니다@ 조금 흥미 있었습니다.
@흥미 없었습니다.

4. 이 과정은
@매우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지겨웠습니다-

2. 나는
@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조금 배웠습니다

S. 어쨌든，이 과정은

®

아주 좋았습니다.
@ 좋았습니다.

@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 괜찮았습니다.
@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0)빈약했습니다.

3. 내가배운것은
@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이었습니다
@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학생보고셔 당안지(21 - 4

4. 여러분은 이와 같은 다른 과정을 더 공부하기를 원하쇠니
까?
@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합니다.
@ 소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 적극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5. 이 과정에 대하여 적어도 한가지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으

삽시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마치셨습니다.우리는 여러분이 국제
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학생보고서 답안지를 국제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여러분의 답안지를 본 후，여러분이 공부한
이 과정에 관한 수료증 또는 엘을 보내드렬 것입니다 여러분
의 수료증에 적을 이릎을 아래에 기록하여 주십시요
성명
ICI 용
D

SC

국제성경통신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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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돕는 친구 학생보고셔

3. 종합문제
아래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대답
하는 것a 로，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일경우에는 @를
“아니오”일경우에는 @를 겹게 첼하면 됩니다.
|문제201 당신은 1-3과의 내용을 주의 갚게 읽었습니까?

l문제 211

1-2 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2)

3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l문제 231

각과가 끝날 때마다 각과의 과제에 대해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l문제 241

각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외울
수있습니까?

[2부]
*4-6 과에 대한 요구사항
모든 질문에 있어서 문제지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같음을명심하십시요.

1. O. x

문제

아래의 문장들은 참이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만약
문장이 “참”일경우에는@를 “거짓”일경우에는 @를 겁게
칠하십시요.

l문제

”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은 서로 화합하여
함께 일할수있다.

l문제 21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목사님에게만 주신다.

l문제 31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
지않는다

l문제 41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진다

당신을

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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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문제 51 하나님은

6

단지 선택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

다

l문제 61

방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표시이다.

!문제71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모두 가지고
있다.

2. 선택형문제
아래의 문제들은 각기 하나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은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담을 곧라 답안
지에 표시된 갇은 번호를 검게 첼하면 됨니다
|문제81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가?

a) 성경읽기를 몇일 동안 건너펠 수 있게 한다.
b)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있다.
c)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구절을 필요로할 때 기억
할수있게
한다.
|문제91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a) 예언하는 은사와 같다.
비지혜나지식과
갇다
c) 가장 중요한 은사이다.
|문제101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
가?
a) 오래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b) 하나님에 대해 알고，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갈망
하는사람들
c) 온전하고，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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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川 성령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a)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한다
b) 나쁜 태도들을 지적한다
이 거짓된 예언으로 부터 교회를 보호한다
|문제 121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a)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생활한다
b) 오랫동안 기도로 간구한다
c) 자기 자신의 뜻， 마음， 감정，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께
맡긴다
|문제131 성령은 무엇을 통해 당선을 인도하시는가?
a) 교회의 일꾼들을 동해서
b) 영적인 수단을 통하여
c) 당신의 예언을 통하여

l문제

141 누가 성령부로 충만해 져야 하는가?
a) 교회에서 일하는 전임자들
b)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c) 주로 교회의 목사님들

!문제151 흔히，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a) 성령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b) 성령께 영광을 돌린다.
c) 너무 지주 성령의 힘을 사용한다

l문제

161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놀 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
던 까닭은?

a) 그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b) 그들은 예수님이 이땅에 계실 때 행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c)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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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71 사도행전 1:4-8

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

신 것은무엇인가?
a) 전도하기 위한 담대함
b) 예수님의 중인이 되는 권능
c) 지혜와 이해력
|문제181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항상
a)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다
b)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c) 방언이나 방언동역을 통해서 주어진다.

l문제

191 성령의 능력 사용이 잘못된 경우는?
a)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경우
b) 죄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c) 교회에서 방언으로 예언을 말한 경우

3. 종합문제
아래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대답
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일경우에는 @를 ‘아
니오 일 경우에는 @를 검게 철하면 됩니다.
R

l문제 201 당신은
l문제 21) 4-5

l문제 22)
l문제

4-6과의 내용을 주의 갚게 읽었습니까?

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6과에 있는 과제를 모두 다 작성했습니까?

23) 각과가 끝날 때마다 각과의 과제에 대해 여러분이
작성한 당안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t문제 241 각과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오는 성경구절들을 외울
수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