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Friend ，
. 00 you sometimes wonder what life is all

about? Why you were born? How to find
happiness? If so，the six lessons in this
correspondence course wl!1be very helpful
to you. These six studies are

What's happening to the world?
What's the truth about God?
씨!hat's life all about?
How can you meet your greatest need?
What happens after death?
What is the true church?

Although the first lesson is complete in
itself，It serves also as an introduction to the
other lessons ‘These lessons answer the great
questions that εvery person asks about life

When you have completed this lesson，
write your name and address in the place
provided on page II. Then，mail the booklet
in a business size envelope to the address
found on the back

Your lesson will be graded and sent back
to you along with lesson two

As you might imagine ，finding the
answers to life’s great questions will require
some effort on your part ‘However ，you will
find that these lessons are interesting and
easily understood

We will be happy to receive your
personal letters. Ask any questions that may
come to your mind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We will always be glad to hear from
you!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stitute family!

The Director

frr SlEd'l ，on 1985

© /984 All RIgh I<Reseμpd

Intern ，l/Ional Correspondence Insllfute ，Brussels ，B번glum
D/1984!2145!145 감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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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이야기를나눔시다

당신은 때로 웅씨 대체무엇이며，왜 태어났으며，어
떻게 행복해 질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
으십니까 ? 만약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본 통신과정의
공부가큰도움이 될것입니다.본통신강조뀌는 전 6권
으로 되어 있고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0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0하나님에 관한 진리란 무엇인가 ?
o~이란 대체무엇인가 ?
。여러분이가장 필요로 하늠 것은 어떻게 충족되는가 ?
O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
O진정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

제 l권은 그 자체 내용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다른공
과의 입문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이 책자는 모든 사
립이갖는 삶에 관한 커다란 의문에 대답해 주고 있습
니다

당신이 이 l권을 마치면서 17페이지에 마련된 주소
�성명란을기입하십시요.그리고 나서 답안지와 학생
기업란을 떼어 봉투에 넣고 이 책의 겉 표지에 쓰여있
는주소로 보내 주십시요.

당신이 보내주신 답안지는 채점되어서 2권과함께당
신에게보내질것입니다

생의 중대한 질문에 관한 답을 얻는데는 당신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당신은 이 공과를공부하시
면서매우흥미롭고쉽게그답을찾아내게될 것입니
다

저회는 당신의 개인적 서신을 받게 되기를원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동안에 의문이 생긴다면 어떤것
이든 적해 보내주십시요.저희는 당신으로부터 오는서
신을 항상반갑게 맞을 것입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훌훌훌 국제성겸통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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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HOW CAN YOU
KNOW THE TRUTH?

Science，History and Observation
You can learn many wonderful things

about the world and its people through
science，history，and observation. However，

ι]UI끈표 l
흩흩흩품갚펠!1.1

불어[!]고|
| 었늄까I

웹

�진리흩어휠게알수
있는가?
~ 세상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 세상은 무엇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III

::J!]j세상을 위해서 어떤

제 1장

진리를어떻게
알수있는가?

과학�역사�관찰을통하여
당신은 과학이나 역사，관찰을 통하여 이 세상과 거기
에 살고 있는사람틀에 관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배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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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not learn the answers to many of the
great questions of life from these sources.
They do not tell us how life began，what its
purpose is，and what the future holds.

The Bible
Only the One who made the world can

tell you how He did it and why. He tells us
the truth about these things in His book，the
Holy Bible. Itis a book of instructions for
living in this world.

This Course -
The Great Questions of Life

These lessons are based on the Bible.πr구「\ They quote from it a few of the many verses
강~l、\킬훌~that answer your questions. Before each
월니쩔.，....quotation is the reference: the name of the
껴.... book，chapter ，and verse where the words

are found in the Bible

PART 2

HOW DID
THE WORLD BEGIN?

Did ItJust Happen?
Do you ver ask yourself，"Where did

the worlo ，，:>me from? Did it just happen?
Or did a great mind plan it and a great power
make it?"

그러나 당신은 이런 과학�역사�관찰을 통한 근거를
가지고삶의 커다란의문에 답을얻지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싫어 시작되었고，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성경
오직 세Ad'-을만드신 분만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이러한모든진리를그의 책인 성경을 통효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성경은 우리가 이세상을살
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본 과정-
생의중대한질문

이 공과들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여러분의
의문에 해답을 주는 많은 부분들중에서 조금은성경구
절을 인용하였습니다.각 인용어구 앞에는 참고로 책이
름，장과 절수를 적어 성경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하
였습니다.

제 2장
이세상은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세상은우연히 생겼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 저절로 생겼는가 ? 아니

-면어떤위대한뜻과계획으로위대한힘에 의해서 만
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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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see a bicycle ，a car，or an
airplane，·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just
happened. Someone planned it and made
it so that it would operate according to fixed
rules.

The World Was Made
According to a Plan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functions
according to fixed patterns which we call the
laws of nature. The more science discovers
about these laws，the more sure we are that
Someone planned every detail of the
universe，made it，and keeps it functioning
according to His plan. That Someone is God，
the all-powerful and all-wise Creator. He is
the Lord，or Ruler，of the universe.

Memorize This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John 1:3. All things were made by him

議훌
God Made a Perfect World

God created the sun，moon ，stars，and
←/\ earth. He fixed their orbits so they would not
ι«A.-ι§납까 crash into one another. He ordered the
E “-재、톨 exact distance of the earth from the sun-
밭織;cj ← 1] not too close，or everything would burn up;

“;쩌not too far away，or we would freeze. Ocean
and land were in perfect proportions ，and
the atmosphere was just right.Then God
made the living things. Last of all He created

당신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
까? 당신은자전거나자동차또는비행기를볼때，그
것이 단지 우연하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실 것입
니다.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만옮으로서 정해진법
칙에 따라그것들이 웅직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과그안에있는모든것은우리가자연의 법
칙이라고부르는고정된틀에 따라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 법칙들을 발견하면 할수록우리는누군가가
이 우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계획하고，만들었으
며，그7t 계획한 대로 웅직이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이 우주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십니다.

※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창세기 I: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I: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것이 히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념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달，별과지구를 만드셨습니다.그리고

그것들의 궤도를 정하시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셨습
니다.하나님께서는해와지구의거리를복 알맞게 정
하시어 너무 가까워 타버리지 않게，혹은 너무 멸어 만
불과사람이 얼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바다와땅
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었고 대기 역시 목 알맞게 하
셨습니다.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세상모든만물을먼
저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사람을 만드셔서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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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and put him in a beautiful，wonderful
world.

Memorize This
Genesis 1:31. And C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and ... it was very good.

Why God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for His own

enjoymen t.He created the human family to
be His children that He would love and
enjoy. He made the earth for their home.
God would enjoy the beauty and the
orderliness of His universe，but most of all
He would take pleasure in the love of His
children.

뚫훌뚫

壘

Revelation 4:H.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and were
created
Psalm 149:4. The Lαd taketh pleasure in his
people

God wanted His children to be like
Himself and to share in His work. So He
gave Adam and Eve，the first man and
woman，a nature like His own in many
ways. God would teach them. With His
help，mankind would rule over the earth.

Genesis 1:26. And Cod said，Let us make
man Inour Image “ and let them have
dominion ... over all the earth

고 놀라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창세기 I: 31.하나님이그지으신모든것을 보시기에
심히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

습니다.그들을 자녀로 삼아사랑하고 기뻐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우주의 아름다웅과 정연합을 기뻐하십니다.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들의 사랑을 더 기뻐하십니다.

요한게시록 4:1l.주께서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시펀 149:4 여호와께서는자기 백성을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고 그의 일
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그리하여 그는 첫번째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하와」에게여러면에서 하나
님과 닮은 성품을 주셨습니다.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가르치셨
습니다

창세기 1:26.하나님이 가라사대，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우리가 사랍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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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00

• Fill in the blanks.

• What book tells us how and why the
world was made?
• Who set the patterns for life that we
call the laws of nature?
• For whose pleasure was the world
created?
• Was the world good or bad? __
• Give the name of the “rst man and
woman. and
• God wanted the human family to en-
joy His love and be His
• With the help of mankind
was to rule over the

PART 3

WHAT WENT WRONG
WITH THE WORLD?

Something Went Wrong
Look around and you will seesuffering，

sorrow，quarrels，violence，War，hunger，and
death. The world is not perfect now. What

과제 1.

�빈칸을채우십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왜 만들어졌는
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자연의법칙이라고부르는삶의 법칙은

누가만들었습니까?
�누구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세상은 지은바 되
었습니까?

�세상은 좋았습니까 나쨌습니까 ?
•첫 사땀뜰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사람들이 그의 사랑

을 누리고 그의 ←←←- 에 하기
를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의 도우심을

받아 --←--을 다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제 3장
이세상은무엇이
잘못되어가고있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세상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고통，슬픔，다툼，폭력，

전쟁，기근，죽음응을 볼수 있을것입니다.우리가 지
금 살고있는이세상은 완전치못합니다.무엇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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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 wrong? This once perfect world has
been spoiled by an enemy of God and by
man himself

God ’s Enemy
God has a powerful enemy called Satan，

or the devi l.Satan is against everything that
God is for. God is good; Satan fights good
with evil.God wants to help us; Satan tries
to destroy us. God wants to enjoy man’s love
and fellowship; the devil tries to separate us
from God. Satan tries to make us follow him
instead of God.

Man’s Sin
Satan told Adam and Eve lies about God.

He persuaded them to sin，that is to disobey
God. God had warned Adam that sin would
bring death，because sin separates a person
from God. Life comes from God，so
separation from Him ends in death. Adam
and Eve chose to believe Satan instead of
God. They broke God’s rules and went their
own way with tragic results for the world.

The Effects of Sin
Sin brought disease and death into the

.."，-、 world.

면뺏잉
Romans 5:12.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and his sin brought death
with it.Asa result，death spread to the whole
human race，because all men sinned

되어서 그렇습니까 ? 오래전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적인 마귀와 인간들에
의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적
사단，혹은마귀는하나님을위한모든일을거역하며

빙빼합니다.하나님은 선하십니다.그런데 사단은 악으
로써 션을 대적합니다.하나님은우리를도와주시과
합니다.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하
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
제하기를 원하십니다.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 합니다.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대신에 자
기를 따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의최
사단은아담과하외에게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
한 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가 하나님으로
부터 인간을 떼어놓아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
셨습니다.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오는것입니다.그러
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며 멸망입
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
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그들은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이 세상을 비참한 곳으
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최의 컬과
죄는이 세%빼 질병과죽음을가져왔습니다

로마셔 5: 12.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
Ad써l들어오고 죄로 말미 $l 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잉}이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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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혔

Sin has broken the fellowship between
God and man. As long as man is rebellious ，
disobedient ，and sinful，he cannot have ‘

fellowstlip with God. Instead of being a child
of God，he is a servant of sin.

Romans 6:16. When you surrender
yourselves as slaves to obey someone ，you
are in fact the slaves of the master you
obey-either of sin，which results in death ，
or of obedience ，which results in being put
right with God.

By choosing to disobey God we join
Satan's rebellion and accept his rule. The
earth has become a battlefield between God
and Satan. You must choose on which side
to be.

Your Choice - God’s Way or Satan's Way
/、Joshua 24:15. Choose you this day whom ye

‘:::::&.=::뇨will serve .... As for me and my house，we
.. 0 I will serve the Lαd
흰liP I

죄는하나님과인간사이의 교통을끊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 가
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
한일입니다.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신 죄악
에 매인 노예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 16.너회 자신을종으로드려 누구에게 순종
하든지 그 순종합을 받는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회가
알지 못하느냐 혼은 죄의 종으로 사밍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악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
면서부터 우리인간들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웅터가 되어 왔습니
다.당신은 하나님과 사단，그 어느 쪽인가를 선태하셔
야만합니다.

여러분의 선택-하나님의 걸，사단의 길
여호수아 24: 15. 너회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오직
나와내집은 여호외를 섭기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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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OFFERS US
In Nature

A Perfect Creation
Abundant Provision
Balance
Beauty
Order

In Our Body

Life and Health
Wholesome

Appetites

In Our Thinkin g，Feeling
and Acting

Wholesome Love
Good Thoughts
Freedom of Choice
Fellowship with
God

Obedience
Happiness
Confidence
Humility
Purpose
Truth
Faith

Helpfulness
Justice
Peace
Trust
Wisdom
Creativity
Joy

SATAN OFFERS US
[liEfIIlm

Elrnj1FTil'e1~
g.mqt§ jliWSljl'J

(11，61.' i"h'imJ
Ugliness P agues

IGllrrtI:ti'th'

l.lii¥_L'i'J1l~
~ii¢
Lust
tltmilele i!
[iJ11!TJliUil3liT'.민낀흩l
nrn'Jj'I.i:

[mtblWlft4••It&ii，
Separation from
God

mmmr:J'lL'il'i'l!l뚱
Selfishness Crime
~u4< 'ana
Bad Thoug 15 Hatre
ltlU!IlttIIi，i. :tmlm
Ilmmllm :m;1!I
tmll1Bi，1e .ii.11
lWiiLiU•· i¥lli
iIEW: mil'll

~
Mm.IIIIII
Imrnr.
m:mm
W:~
~
~
~

Put an X by everything you want in the above
chart and a zero (이by those you don’t wan t.
According to what you have marked ，whose
side would you rather be on，God's or
Satan's?

하나님이주시는것

자연에
완전한창조
풍부한양식
균 형
아름다움
질 서

육체에
생명과건강
건전한욕구

생각�강갱�행동에

건전한사랑
선한생각
선택의자유

하나님과의 교제
순종，행복，신뢰，겸손
목적， 믿음， 확신， 도웅
정의，평화，지혜，창조
기쁨，진리.

사단이주는것 l
자연에 l

만윤의 μ}띤 l
II 성서，사단 l
r，)Il도~스L'I
...‘--..’，.-
추함，새해 l

육체에 •
션l싱」’}사!상 •

악얀 I]까I 딘사.

생각 감정 행동에

쇠에 빠 ri
하니I 까91 -:'닛l
만항，이 I]↑..꽉니만생사，파!.Ill‘•
I ↑1，-~'1-:강싱，니 II
ll!쇠‘선생.승오，깐퓨
사 l사!Ill’}오HI
이υ1 식유.

위의 표에 있는 것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
표， 원치않는 것은 ×표 하십시요. 당신이 표시
한것에 따라자신이 어느쪽에 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당신은 하나님 쪽입니까 ? 아니면 사단
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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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IS THERE ANY HOPE
FOR THE WORLD?

God Still Cares for the World
God still loves us in spite of our sin. He

has made a way to save us from sin，Satan，
and eternal death. God still rules the
universe and will bring the earth back into
obedience again.

The Son of God
Took Our Punishment

Every persol'lon earth has sinned and has
been sentenced to die. We had no way to
save ourselves.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sent His own Son，the Lord JesusChrist，
to take our punishmen t.

Nearly 2，000 years ago Jesus came to
earth and was supernaturally born of a virgin
in the land of Palestine. He taught men the
truth about God and His love. He did
nothing wrong in His whole life，but He died
like a criminal ，nailed to a cross. He died
in our place for our sins.

God showed the world that Jesuswas His
Son by bringing Him back to life after three
days. Forty days later Jesuswent back bodily
to heaven.

Friends of Jesus who saw Him after his
resurrection and watched Him go up to
heaven have told us about it in the Gospels.

제 4장
이세상은희망을
가질수있는가?

하나님은지금도 이세상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 니다.그는 우리가 죄악과 사단과 영
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하나님
은 지금도 이 우주를 지배하시며，이 땅을 다시 그의 사
랑안·0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위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죽음

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
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죄를 대신하게 하려고 그
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약 2000년전팔레스타인에서 동정녀
의 옴으로부터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예수님
께서는사람흙 l게 하나님의 진리와그의 사랑을 가르
쳤습니다.
그는전생애를통해서 단한번도옳지 않은일을행치
없i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중한 죄인처
럼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아가신지 사흘만에 다시

살리시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산옴으로 하늘에 오
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을 지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
을알려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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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ing ’esus Makes Us
God’s Children

Since Jesus has taken our punishment ，
those who accept Him as their Saviour are
freed from the power of Satan. When we
turn away from our sins，God makes us His
children. God urges us to believe in His Son
and be saved from sin，but He will not force
us to do it.
Romans 5:17. Through the sin of one man
death began to rule ... ‘ But how much
greater is the result of what was done by the
one man，JesusChrist!All who receive God's
abundant grace and the free gift of his
righteousness will rule in life through Christ.

Memorize This
John 3:16.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die hut have
eternal life.
Romans 6:23. For sin pays its wage-death;
but God's free gift is eternal life in union with
Christ Jesus our Lord.

You Can Live in a Perfect World
Some day Jesus is coming back to free

the world from sin and make it perfect again
If you accept Him as your Saviour now，you
will live with Him in perfect happiness then ‘

Even now ，your world will be better when
you accept Jesus as your Saviour ，because
you will be a better person. You can begin
to enjoy today the blessings that belong to
the children of God.

예수닝을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
유롭게 됩니다.우리가우리의 죄를회개하고하나님께
로 가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하나님께서는 우
리가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
원받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그러나 그것을 억지
로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로마셔 5: 17.한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멍이 그 한
사람으로말미암아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자들이 한 분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생명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복음 3: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링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셔 6:23. 죄의 삼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은 완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

여 다시금 완전한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땅에 오십
니다.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디면 그때
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당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바로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더풍성해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게 베푸시는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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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Write your name in the blanks.
• For God love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so
that
who believes in Him may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과제 3

�빈칸에 당신의 이릅을 쓰십시요.

�하나님이 를 이처럽 사링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If you want to accept Jesus as your
Saviour now，pray this prayer

�여러분이지금 예수님을 구주로영접하기 원한다연
아래의 기도문대로 기도하십시요.

기 도 문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로 대속

하게 하신 하나님，감사합니다.저는 지금 예수남을 저
의 구주로 영접합니다.제게 남은 삶전부는 죄악된 사
탄의 길을 떠나하나님편에 서서 의롭거l사는 삶이 되
기를 원합니다.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
합니다-아벤-

Prayer

Thank You，God，for loving me and
sending Your Son to die for my sins. I
accept Jesusnow as my Saviour. All the
rest of my life I want to be on your side
and not on Satan닝.Please make me the
kind of person that You want me to be.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pletion of lesson one.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t ，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two.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lessoπ we 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ficate.

축하합니다./
통신강좌의 제 I권을 끝마치셨습니다.당신의 답안

지를 받는 즉시 채점하여 공과 2권과 함께 보내 드리
겠습니다.
공과를 6권까지 마치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수료중

올받으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넙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기도
합니다

May God richly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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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중대한 질문 I
답안지

〈과제1)

�빈칸을채우십시요.
�이 세상어 어떻게만들어졌으며，왜 만들어 졌는지
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삶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 세상은 지은바 되었
습니까?

�세상은좋았습니까? 나쨌습니까?

�첫사랍들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누

리고 그의 에 하기를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의 도우심을 받아

을 다스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과제2)
하나님이주시는것

자연에 완전한창조
풍부한양식
균 형
。}륨다움
질 서

육체에생명과건강
건전한욕구

생각� 건전한사랑
강청� 선한생각
행동에 선택의자유

하나님과의교제
순종，행복，신뢰，겸손
목적，믿음，확산도움
정의，평화，지혜，창조
기쁨，진리

| 사단이주는것 l
|자연에만물의파멸 •
| 무질서，가난 l
| 추함，재해 •
| 혼돈，굶주펌 l

醫魔廳羅l
쉰:영;하나님과의 분리 I

엉효깨 반항，이기심，무목적 I

RJ파괴，불신 I

의심，불공정，다툼 I

범죄 처쟁 1 요~.....~
자만，과오.공포 |l

�위의 표에 있는 것에 여러분이 원동}는것은
O 표，원치않는 것은 ×표 하십시요. 여러분이 표
시한 것에 따라 자신이 어느쪽에 서는가를 알게될
것입니다.당신은 하나님 쪽입니까 ? 아니면 사
단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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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쩌3)
�빈칸에 당신의 이륨을 쓰십시요.

하나님 01 __ 를 이처럼 사햄사독생 A~를주
셨으니 이는저를믿는가 멸망치 않고
영생올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아
래의 기도문대로 기도하십시요.

기 도 n
c:-

저를사링하시고 제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로 대속
하게 하신 하나님，감사합니다.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
의 구주로 영접합니다.제게 남은 삶 전부는 죄악된 사
탄의 길을 떠나하나님편에 서서 의롭게 사는 삶이 되
기를 원합니다.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혹 살 수
있도록저를 이끌어 주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아멘-

당신이 오늘 처음으로 위 기도문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

※답안지와 학생기입란올 따로 떼어 국제성겸통신학교료 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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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소개란

�하나님의 사량을 전하여 주고 싶은주위 사랍의 주
소�성명을 적어 저회에게 보내 주십시요.저회가“생의
중대한 질문 "I권을 그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청확히기찌혜 주십시요〉
。l fET

1;ζ- -λ4、-

직 업

우면번호

2. -En프

T;ι -λi、-

직 업

우편번호

fE3r

1:ζ- 」λ-、

직 엽

우편번호

당신의이륨

르r~λL、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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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I·ll·m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향}가는동안여러개 l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 생의 중대한 질문에 관하여 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 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n 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 잘라같이 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1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신이 보관하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띠댐回-댐띠며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암 736-7180
국제성경통신학교







Dear Friend
You have done ψell! After you have com-

pleted the six lessons in this correspondence
course ，you will receive an attractive certifi-
cate. Itwill be awarded to you in honor of
your quest for truth and your determination
to study until you have completed this
course.

Even more important than receiving a
certificate ，however ，is the sense of
accomplishment that you will have when
you have finished all the lessons. As you
know ，one of the most satisfying experiences
in life is to actually reach a goal that you have
set for yourself.

First Edition 1985

When you have completed this lesson，
write your name and address in the place
provided on the inside of the back cover.
Then，mail this lesson booklet in an envelope
to the address found on the outside of the
back cover. Your lesson will be graded and
sent back to you along with lesson three

May God bless you

The Director

© /984 All RighI‘Re‘erved
Intprnal/Dnal Correspondence Institute ，Brussels. Belgium

D/1984/2145/145 불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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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친구흙l게
당신은 제 1권을 잘해내셨습니다.본 성경통신 과정

전 6권을 다마치면 당신은 훌륭한수료증을 받게됩니
다.이수료증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 하겠다
고 결심하여 본과정을 끝마치신 것을 축하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수료증을받는것보다더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끝마쳤을때，당신이 갖는 성취감과 만족감입니
다.당신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민족스
런경험중의 하나는 스스로가세운 목표를 실제로이루
어내는것입니다.

이 공괴를 마치시면 이 책의 뒷페이지에 있는 학생
기입란과친구소개란에주소이름을기입하시어 답안
지와 함께 봉투에 넣어 책의 겉표지에 쓰여진 주소로
보내십시요.답안지는채점하여 다음공과와힘케보내
드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기도합니다.

훌훌톨 국제성경통신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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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WHY SHOULD YOU KNOW
THE TRUTH ABOUT GOD?

You need to know the truth about God:
Because of Who God Is

God is the Creator，the Ruler，and the

훌펠환|
} 첼리를~

제1창

왜당신은하나님에 관한 진리톨
알아야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일이야할 필요가있
습니다.그는 이우주의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이기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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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혔
judge of the universe. As Creator He owns
everything He has made. As Ruler He has
certain laws for the good of all His creatures
and His world. As judge He will reward or
punish every person according to that
person’s obedience or disobedience. Since
God is your Creator，Ruler，and Judge，you
need to know the truth about Him and what
He expects of you.

God is a loving Father，too; He offers you
true joy. You need to know Him to enjoy
His love and blessings.

Because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for You

God is the Giver of life. He offers you a
better，fuller life now and a never-ending
perfect life after death.

“
Memorize This

John 17:3. And this is eternal life: for men
to know yoι the only true Cod，and to know
Jesus Christ，whom you sent

Because to Please God，
You Must Know Him

God’s children love Him and want to
please Him. If you have accepted jesus as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며，통치자， 심판자 이
십니다.그는 창조자로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다 소
유하고 계십니다.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모든피
조물과 그가 만든 세상을 선하게 하기위해 일정한법을
만드셨습니다.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에게 순
종하는가 안하는 7}에 따라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거
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창
조주이시며，통치자，심판자 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반
드시그에 관한진리를앨싸하며끄}당신에게 무
엇을 바라고 계신지 앨J-ot만 합니다.
하나님은또한사랑의아버지이십니다 그는당신에
게 참기쁨을주십니다. 그의 사랑과그의 축복을 누리
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J-ot만 합니다.

하나닝을 아는 것은우리에게 삶과죽음의
문제가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 세%써l서 보다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한
죽은 후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완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복음 17: 3.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의 보내신자 예수그리스도를 이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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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aviour，you are now a child of God
You will want to know your Heavenly Father
better every day and to find out what He
likes so that you can please Him in all that
you do. This is the only way to find real
satisfaction in life，because you were created
to do the things that please God.

For You to Do

• Fill in the blanks.

It is important for me to know the truth
about God:
• Because of God
• Because it is a matter of
or for me.
• Because to God ，I
must Him.

• John 17:3. And this is
for men to know you ，

the
and to know
whom you sent

PART 2

HOW CAN YOU KNOW
THE TRUTH ABOUT GOD?

다면우리는지금하나님의 자녀입니다.그리고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날마다더욱 알기
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앨}
냄으로써 당선이 행하는 것 모두가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당선은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하기 위해 창
조되었으므로，당신의 삶에서 참만족을 찾기 위한유
일한 길은 바로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과제 I

�빈칸을채우십시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내게 중요한
이유느�

I II '- •

�하나님은이 우주의

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파 의 문제이기때문

입니다.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합니다.

• 요한복음 17: 3.영생은 곧 유일하신 ---과
그의 보내신 자 를 아는 것입니다

제 2장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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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oking at His Works

You can learn some things about a
person by looking at his work. When you
look at the world that God has made，you
know that He is very wise and powerfu l.

Romans 1:20. Ever since God created the
~ world，his invisible qualities ，both his eternal

Dower and his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Men can perceive them in the
things that God has made

From Others
You can find out the truth about a person

from those who know him personally. In the
Bible we read thrilling accounts of many
people who knew God personally. He
talked with them，solved their problems，and
supplied their needs. He healed their bodies
and gave them strength and joy. God hasrγt
changed. On every continent today you can
find thousands of persons who know and
love God. They will tell you how wonderful
He is.

----γ_________ I John 1:3. What we have seen and heard
K ικν 내 we tell to you also，so that you will jOin with
톨‘....~ us in the fellowship that we have with the
핫훌&톨‘r-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 t.

From What He Says
You can know a person by reading his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 관하여 무엇인가 알고자할 때

그가한일을봄으로써 알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드신 이 세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능력있으신
분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 :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
명히보여 일F게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
찌니라.

다른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어떤사람의 참모습을알려면그사람을개

인적으로 잘아는 사람들로부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가슴
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ψl를 읽습니다.하나님께서
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해 주셨으며，그들이 필요한 것은 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그들의 질병을고치시고그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힘이없으
십니다.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l서 1 : 3.우리가보고들은바를 너희들에게 전
함은 너희로우리와사컴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권은 아버지와그 아들 예수그리스도와함께 힘이라.

하나님의말씀을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그가 쓴글을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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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 and by hearing mm talk. God talks
to you in the Bible. In it you discover His
character ，His plans，His feelings ，and His
love for you.

John 5:29. You study the Scriptures
. And they themselves speak about me.

Through Personal Experience

You can know a person well by living，
talking，and working together with him. God
wanted us to know Him in this way，so He
sent His Son JesusChrist to live among men.
Jesus is just like His Father，so in Him you
can see the nature of God. You can know
God through Christ.

Hebrews 1:1-3.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many times and in many ways
through the prophets，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through hisSon. . . . The
Son of God shines with God’s glory; he is the
exact likeness of God's own being.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ur，He will reveal God to you. As you
talk with Him in prayer and read His Word ，
you will experience His presence and come
to know Him in a way you never dreamed
was possible.

으면서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하나님은 당신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성경에서 우리는하나님의 성
품，그의 계획，그의 감정，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사랑을발견합니다.

요한복음 5: 29.너회가성경에서 영생을 얻은줄 생각
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동얘
증거하는것이로다.

개인적인 경험을통하여
우리는누군가와함께살며，이야기하고 일을 하면

서 그 사람을 잘알게 됩니다.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처럼 우리가하나님을 알게 되기를원하십니다.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시어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 같은 분이시므로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
의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
나님을알수있는것입니다.

허므려셔 1: 1-3.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부분과 여
러모양으로 우리 조상탬!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모
든 날마지익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
계를지으셨느니라. 이는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
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신이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당신
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기도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산은하
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이며，전혀 생각할 수 없
었던 방법으로하나님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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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14:21，23. My Father will love him
who loves me; I too will love him and reveal
myself to him Whoever loves. me will
obey my message my Father and I will
come to him and live with him.

요한복음 14:21.23.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링하는 자는 내 아버지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나도 그를 사링하여 그에게 나
를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사랑하면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For You to Do
• Listed below are five good ways to get
acquainted with God and one way that
won’t help you know Him. Draw a line
through the one that WON'T help you.

• Looking at His works in nature

• Listening to what people who know
God say about Him

• Reading His book，the Bible

• Listening to what people who don't
know God say about Him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 Talking with God personally in prayer

과제 2

• 아래에열거한 것 중에서 다섯가지는당신이 하
나님과 만나게 되는 좋은 길이고 한가지는 하나님

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한가지

를 골라 밑줄을 그으십시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하는 이야
기를듣는다.

•하나님의 책，즉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듣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넘
을안다.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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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WHAT IS GOD UK틴

God is an Infinite ，Eternal Spirit

God is not limited by time，space，and
natural laws as we are. He has always
existed and always wil l.He is everywhere.
He knows everything and can do anything.

God Is Three Persons in One

Some people think of God as an
impersonal force that controls the universe，
or as an influence for good. We know that
He is a Person because He thinks，feels，and
acts.

In fact，the Bible teaches that God is
three Persons in one，"a triune God. The
Father，the Son，and the Holy Spirit are just
the same in nature，power ，and purpose.
They work together in perfect harmony as
one Person-one God.

Matthew 28:19.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God is love

God is love-love is His nature. He loves
everyone. He loves you and wants to give

제 3 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자연법칙에 우리처럼 제한
받지 않으십니다.그는 이전에도 항상 계셨으며 이후로
도항상계실것입니다. 그는어디든지 계시고，모든것
을 아시며，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주를 지배하는 비인격적 힘

또는 선을 세우고 보호하는 영향력으로 생각합니다.그
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느끼시고， 활동하시는 인
격체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해 줍니
다.아버지와 아들，그리고 성령은 모두 똑 같은 성격，
똑같은능력， 똑같은목적을가지고계십니다.그들은
함께 한 인격체 즉 한분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pI태복음 28: 19. 그러므로낚희는가서 모든 족속으
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세례
를주고

하나님은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

다.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그는 당신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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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靈 I John 4:8.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because God is love.

God Is Perfect

God is completely good，pure，truthful ，
and right in all He does. He is generous and
kind.

Matthew 5:48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 t.

God Is Just
God has made certain rules for the good

of all men. He is a just Judge. This means
that He always does what is right.He
rewards those who obey His rules and
punishes those who break them. He wants
to save us from sin，but if we won’t let Him，
He can only give us the punishment we
deserve

Ecclesiastes 12:14. For God sha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whether it be good，or whether it be
evil.

Genesis 18:25.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right?

하시고 당신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
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l셔4: 8.‘자중룹}지아니하는지는 하나님을 알
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사랑이심이라 r’

하나닝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선함과 순결함.성실함이
정의로 완전하십니다.또한 그는 관대하시며 좋으신하
나님입니다.

11}태복음 5: 48.“그러므로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그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언제나 옳은 일만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께서는그의 법에 순종하는자에게 상을주시며어기는
자에겐 벌을 내리십니다.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끄} 하나 마땅히 받을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없습니다.

전도서 12: 14. 하나님은모든행위와모든은밀한일
을 선악것}에심판하시리라.

창세기 18: 25.“세%에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
실것이아니니이까 r’

11



God Knows Everything

God knows the past，present，and future
He sees，hears，and understands everything
that happens. He knows your thoughts and
why you do what you do. God knows what
is best for you and wants to help you make
the right choices.

Genesis 16:13. Thou God seest me

I John 3:20. God ... knows everything

God Can Do Anything

The Creator has built into His world
certain patterns that we call the laws of
nature. Everything functions according to
these patterns. God is above these natural
laws and is not bound by them. He does
supernatural works called miracles，things
that are beyond the power of man or nature.

Jesus did many miracles when He was
on earth. He healed the sick，raised the
dead，and changed lives. He is still the Great
Physician and e미oys making us well in both
body and soul.

뉴짧 Matthew 19:26.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Exodus 15:26. f am the Lord that healeth
thee.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현재，그리고 미래를 아십니다.그는일
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으며 아십니다.그는 또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당신이 올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6: 13.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
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요한 l셔3: 20.“우리마음이혹 우리를책%빨 일
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크시고 모든것을아시
는하나님일까보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설수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Ad'-을지으실때에 자연의

법칙을세우셨습니다. 이 세상모든것은이 볍칙에 따
라움직입니다. 그러나이 법칙을만드신하나님만은
이것을 초월하여 지배받지 않으십니다.그는 사람이나
자연의 힘을넘어선기적이라불리우는초자연적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싱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
니다.그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그를따
르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예수님께서는 지금
도 여전히 위대한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옴과 영혼。l함
께 잘되게 하는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9: 26.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
로서는다 할수있느니라.

출얘굽기 15: 26.나는 너회를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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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true. Draw a line through it.

• God loves you and wants to help
you.
• God is a just Judge who punishes sin.
• God is an impersonal influence.
• God sees and knows everything ，
everywhere.

• THINK: Does it make you feel good
or uneasy to know that God is watching
you? Why?

PART 4

HOW DOES GOD WANT
YOU TO WORSHIP HIM?

In worship we show God that we love，
honor，and respectHim. We thank Him for
what He has done and talk with Him. In
differentchurchesyou will seedifferentways
in which men worship God. How does He
want you to worship?What will pleaseHim?

과제 3
• 아래에 열거한 것 중 한가지는 틀린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십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돕고자 하십
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이

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을 보시며 아

십니다.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
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복하십니

까，아니면 불안하십니까 ? 행복하다거나 또는

불안하다는 느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혜4 장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어떠한
예배률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돌리며，경배한다는 것을 보여 드립니다.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드리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눔니다.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방
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 무엇이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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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onest and Sincere
You must mean what you say. You must

believe in God and be willing to obey Him.

John 4:24. God is Spirit，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Hebrews 11:6. He who comes to God
must have faith that God exists and rewards
those who seek him

Worship Only God
Your Creator is the only true God. He

does not want you to pray to any other gods，
persons，spirits，images，or things

Exodus 20:3.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Acts 14:15; 17:29. We are here ‘•‘to turn
you away from these worthless things to the
living God. We should not suppose that
God's nature is anything like an image of gold
or silver or stone.

Thank the Lord for His Blessings
In song and prayer，and even in the

silence of your own heart，thank God for His
love and goodness and for all of His
blessings to you.

Psalm 81:1.Sing aloud unto God our
strength.

정직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진정이어야합니다.당신이하나

님을 믿으며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 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
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히브라서 11: 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옷하나니 하
나넙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찌니라.

오직 하나념께만예배하십시요.
당선의 창조주는하나님 오직 한분이십니다.하나님

께서는여러분야 다른어떤신들이나， 사람들.혹은영
이나.형상，물건들을 섭겨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
니다.

출애굽기 20: 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
게말찌니라.

사도행전 14: IS.너희에게 꽉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
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가운데 만유를 지으
시고 실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7: 29.신을금이나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고안으로새긴 것들과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라.

하나님께서 주신축복에 감사하십시요.
그의 사랑과 선하심과 당신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찬송과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한 묵상으로하나님
께감사하십시요.

시펀 81: 1.우리능력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
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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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lm 150:6. Let everything that hath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ye the Lord

Worship Humbly but with Faith
Recognize that you are not good enough

to come before a holy God. However ，since
you have accepted Jesusas your Savior，God
has forgiven you and accepted you as His
child. So talk to Him as to your Father about
whatever is in your heart

For You to Do
• THINK: Do I worship God in the
four ways suggested in this lesson? Do
I plan to do it?

• Pray to God now in your own words
asking Him to reveal Himself to you.
Worship Him.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
pletion of lesson two.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t ，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three.

When you have completed the sixth
lesson，we 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 ficate.

May God richly bless you!

시펀 1~ :6.호홉이 있는 자마다 여호화를 찬양할 쩌
어다할렐루야.

믿음으로 겸손히 예배하십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앞에 나올 때당신의 죄를 시인하십

시요.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영접하였기에 하
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심R으셨
습니다.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부모님
께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고하십시요

과제 4
•묵상해 봅시다 :나는 이 공과에서 말하는 네가
지 방법으로 하나님 께 예배드러고 있는가 9

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
• 지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주실 것을당
신의 발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축하합니다，/
이 강좌의 제 2권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답안지

를 받는 즉시채점하여 다음 공과와 함께 보내드리겠습
니다.
이 공부를 6권까지 마치시연 여러분은 훌륭한 수료

증을받으실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IS



생의중대환질문 2
답안지

〈과제1)

@빈칸을채우십시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내게 중요한 이유는 :

�하나님은 이 우주의 ---------
이시기때문입니다.

•나의 과 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담흥-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합니다.
�효한복음 17: 3 영생은곧유일하신---- 과
그의 보내신 자 를아는것입니다.

〈과제2)
@아래에 열거한 것 중에서 다섯가지는 당신이 하나님
과 만나게 되는 좋은 길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올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그 한가지를 골
라밑줄을그으십시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하는 이쩨를
듣는다.

•하나님의 책즉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에 관빼 하는 이
야기를듣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다.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과째3)

@아래에열거한것중한가지는틀린말입니다. 그것
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십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링하시며 돕고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재판관이십니
다.

�하나님은비인격적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모든 것을 보시며 아십니다.

냉묵상해 몹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
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
면 불안하십니까 ? 행복하다거나 또는 불안하다는
느낌의 이유는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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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묵상해 봅시다 :냐는 이공꽤l서말하는 네7}.지방
법으로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 또는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주실 것을 당신의
말로간절히 기도하십시요.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답안지와 친구소개란융 따로 떼어 국제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십시요，



친구소개란

�하나닙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싶븐 주위 사랍의 주
소�성명을적어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요.저회가“생의
중대한 질문 "1권을 그분들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기찌혜 주십시요〉
l 이 근t:J

7;ζ- -λ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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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I· Il·ill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설 I 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중대한 질문”에관하여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 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동시에
본교학생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R 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연 연락하여 주십시요.그러면
저회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잘라같이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1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띠g긴댐-lliJ回며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앙 736 -7180
국제섬경통신학교







Dear Friend
When you have finished this lesson，you

will be half way through the lesson series
entitled ，“The Creat Questions of Life." Only
three more lessons after this one and you will
have completed the course!

The questions considered in this course
are discussed again and again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Our purpose has been to
present to you the Bible's answers to these
great questions. By mastering the Biblical
answers you will be able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s that people
have about such questions.

No doubt you have friends with whom
you would like to share these studies. You
can do this by writing their names and
addresses on the inside of the back cover of
this bookle t.We will send them a copy of
lesson one. Then，if they desire，they can take
the rest of the course.

As soon as your friends begin to study
these lessons，you can discuss the information
you have learned with them. In this way you
can help your friends find the answers to
their questions about life and about Cod.

May the Holy Spirit guide you as you
study.

The Director

First Edition 1985

© 1984All RIghts Reserved
Inferni Hlonal Correspondence Imtllute. Brus‘el‘8히glum

D/1984/2145/145 불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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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친구들에게

당신이 이번공과 제 3권을 마치면 “생의중대한질문”
시리즈의 절반을 공부한 것입니다.이번 공과를마치면
앞으로 3권이 남아있습니다.모두다공부하시기를바
랍니다.

이 성경통신과정에 있는 질문들은 이 세계의 많은사
람탈 11 의해 거듭해서 심사숙고된 것입니다. 이 통신
과정의 목적은모든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성경을통하
여 업해 드리는 것입니다.성경에서 답을 얻음으로서
우리는그와같은문제를가진 사랍흙 l게 답을주는데
큰도움이될것입니다.

당신과같이 이 공부를해l원하는 친구들이 틀림없
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그들의 이름과주소를 이 공과
의 맨뒷장안쪽에 있는기업란에 적어 보내 주십시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통신강좌제 1권을 보내드리겠습
니다.그리고그들이희망하면나머지 공과도 공부할
수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이 공과를공부하기 시작하면 곧당
신이 이미 배운 내용을 그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
다.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친구들이 삶에 대하여 하나
님에 대하여 갖는 의문에 답을 찾는 데 당신이 도움이
되어줄것입니다.

당신이 공부동F는데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 바
랍니다.

훌훌훌 국제성겸통신학교
3



PART 1

WHY WERE YOU
BORN?

You Need to Know
What would you think of a person who

tried to use a straw hat as a cooking pot or
a glass bottle as a hammer? What would you
think of a person who used up all his life

밟[rn란l
태Em

체 1당

왜당신은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알아야하는것은
밀짚 모자를 밥짓는 솥으로사용하려 하는 사람，또

는 유리병을 망치로 쓰려는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삶의 목적을 찾아내기도 전에 생을 마치
는사랍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4



雖짧
before finding out its purpose?

Until we put our lives to the use they
were made for，we are like the hat on the
fire，or the bottle used as a hammer. We
destroy ourselves without finding the
satisfacton of fulfillmen t.

God has a purpose and plan for your life.
He has a work for you to do on earth and
has prepared a wonderful home for you in
heaven. You were born to fit into God’5
plan.

You Were Born to Be
God's Child

You have learned that you were created
for God’s pleasure，to be His child ，e미oy
His love，and love Him in return. Whatever
else you do，if you don’t have this fellowship
with God，you have missed the main
purpose of life.

Psalm 16: 11. Thou wilt show me the path
of life: in thy presence is fulness of joy; at thy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 evermore

You Were Born to Grow in God’s
likeness

For you，a child of God，life on earth is
like a school to prepare you for eternity.
Your experiences are lessons to equip you
for the paπ you will have in God's Kingdom.
The problems and other things you suffer
now are to teach you patience，faith，and

우리가 삶의 목적올 갖지 않고 산다면 그건 마치 불
위의 밀짚모자와망치로쓰여진유리병과같습니다.충
만한 기쁨이나，만족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파
멸되어갈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

고 계십니다.그는 당선이 이세상에서 해야할 일들을
。씨며，당신을 위뼈 아름다운 집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습니다.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속에 그것에 맞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위해 태어났음을 배우
셨습니다.그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을 받으며，그 사랑
에 보답하며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당선의 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펀 16 :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내게 보이시라니 주
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
움이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에게 이 세%에서의 삶은 당
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 예비된 학교생활과 같습니다.당
신이 경험한모든일들은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
해서 마련된 교훈들입니다.당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
운 문제와 고통들은 당신에게 인내와 믿음과 순종을 가
르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당신은 영적으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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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dience. They are to help you mature
~ /::l spiritually so that you will be more like your
&술&톨ilIo.cHeavenly Father. Let God make you the
‘톰•.:1\dependa~!e k~ndof ~~son He can use both
~\μ'，.:'/now and in the world to come.

나μ~ 2 Timothy 2:12. If we continue to endure，=- we shall also rule with him.

You Were Born to Work with God

You were born when you were，where
you were，and who you were so that you
could be a blessing to your family，your
community ，your country，and the world.
God wants you to be His partner and work
with Hirπ He will help you lead others to
JesusChrist and to a better life in Him.

잖쫓 Ephesians 2:10. God is our Maker，and in
union with Christ Jesushe has created us for
a life of good works，which he has already
prepared for us to do.

하게 되므로써 당신은 더욱 하늘에 계신아버지의 형상
올(모양)닮게됩니다.하나님께서는당신을좀더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음에 올 세%써l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 12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
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
라.

당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사회，국가그리고 이 세계에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 당신이 태어나야할 때에，태어나야 할 곳
에 지금 당신의 모습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
십니다.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
와주실것입니다.

에빼소서 2: to. 우리는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우리로 그가운데서 행하
게하려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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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God hel~given me life so lhell I can:
be His ，grow in His ，
and with Him as His partner .

• Ask yourself: Does my life really
please God?

Do I accept suffering asan opportunity
to develop patience and character?

Am I doing what I can to help others?

Do I live as though death were the end
of everything，or am I using my life now
as a preparation for eternity?

Do I enjoy fellowship with God?

Am I doing what I was born to do，or
am I using a straw hat for a cooking pot?

PART 2

HOW ARE YOU LIKE
GOD?

God Gave You a Spirit Made in His
likeness

God made Adam’s body out of dust，

과제 1.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어 나로 하여
금 그의 가되게 하시며 그의

을닮게하셨으며그의 로써 함
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스스로에게물어보십시요.
나의 삶이 진정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

내게 있는모든 고통을 나의 인내와 나의성품을
단련시키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가 9

내가할수있는범위에서남을돕고있는가 9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지금나의 삶을 영원한 삶에
대한준비를하는과정으로여기며 살고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가 ?
나는내가태어난목적대로사는가 9 아니면불
위에 놓여진 밀짚모자처럼 살고 있는가 ?

제 2 장
당신의 어떤점이하나님과

닮았습니까?

하나님은그와 같게만든영혼을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의다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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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it an earthly nature like that of other
earthly creatures. You have inherited that
earthly nature. Adam’s inner life，his spirit，
came from the breath of God. Adam’s spirit
was like God. Your spirit，too，is like God
Inmany ways.

If..

Memorize This
Genesis 1:26; 2:7. And God said，let us
make man in our image，after our likeness‘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Iivi끼lπmg
sou미I.-양찮뚫끓서

Your Spirit Is like God in Many Ways

This special spiri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animals. We call it the image of
God in man.

You can seethe image of God in yourself in:

• Your moral nature: sense of right and
wrong.

• Your aesthetic nature: love of beauty.

• Your intellectual nature: desire to know
the truth ，ability to reason，speech，and
other ways of communication.

• Your spiritual nature: desire to worship
and ability to have fellowship with God.

조물과 마찬가지로 이 영에 속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에 속한 성품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
나 ‘아담’안의 생명인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불
어 넣어 만드셨습니다.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당신의 영혼도 역시 여러변에서 하내남을 닮
았습니다.

※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창세기 1 :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
라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 7.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고생기를그코에불어넣으시니사림이 생령이 된지
라.

당신의 영혼은 여러면에서하나님을닮았습니다
당신이 동물과 다른점은 특별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

입니다.우리는 그것을 사람이 가진 하내닙의 형상이라
고말합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올 찾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도덕적 본성 :옳고 그륨을 판단

•당신의 미적 본성 :아름다움올 사랑함.

•당신의 지적 본성 :진리를 알파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 방법으로 대화하는 능력올 가짐.

•당신의 영적 본성 :하나님께 예배하고，또하나님과
교제할수있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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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creative nature: desire to improve
your surroundings. Man builds
skyscrapers，channels rivers，harnesses
electricity ，and invents machines to work
for him. He creates beauty in music，art，
architecture ，poet이， song，motion ，and
and his handiwork.

•당신의 창조적 본성 :당신의 환경을 개선하과 하
는욕구.사람은고층건물，운하， 전기를 여러가지
로 이용하는것을 만들고，일하는데도웅이 될 기계를
발명"또한 음악，미술，건축，시，노래，무용，여러
공예품둥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함.

These things that come from God's
nature and make you so different from the
animals show that you were born to be
God’s child and not to live just to please
yourself like animals do.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부터 온것이며 당
신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동물처럼 자신을 즐기기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것을보여줍니다.

For You to Do 과제 2.
• 인간은 그의 영혼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 동물
로부터 입니까 ? 하나님으로 부터 입니까 ?• Where did man get his spirit ，from

animals or from God?

• We see traces of the image of God
in man in his enjoyment of beauty ，or
aes . nature; ability
to reason ，or int
nature; inventions ，or cr
nature; sense of right or wrong ，
or nature; search for
God ，or nature.

•우리는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에서

본성을，사고하는능력에서 본성을
새로운 발명을 하는것에서 본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서 ----본성을 하
나님을 찾는데서본성을 했}볼수

있습니다.

위의 다섯가지 특성들을 각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
고 동물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행동한다고상상
해보십시요.예를들면 원숭이가 시를 짓고，돼지가 비

Go over each one of these five
characteristics and imagine animals
doing what is listed. For example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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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monkey writing a poem ，or a pig
inventing an airplane and flying it.See
how ridiculous it is; then thank God for
each part of your nature that causes you
to be like Him.

PART 3

HOW ARE YOU NOT
LIKE GOD?

You Have a Physical Body

God is an infinite ，eternal，all-powerful
Spirit.He is limited by neither time nor
space. He will never die. Your spirit lives in
a body which has very limited strength，can
only be in one place at a time，and will die
some day. However ，it is a wonderful gift
from God to you. Because of your body，you
can work for God in ways that would be
impossible if you were just a spirit.You
should take good care of your body because
it is a home for your spirit and a temple for

----- God to use.

#짧I Corinthians 6:19，20.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who lives in you ... ? Souse your
bodies for God’s glory.

Some people blame their bodies for the
bad things they do. They punish their bodies
to try to make themselves good. Your body

행기를 발명하여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요.그것
이 얼마나우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자 이제 하나
님께서 그의 모양대로 지으신 각각의 본성에 대하여 하
나님께감사합시다.

체3장
당신의어떤점이하나님과

다릅니까?

당선은제한된육체를가졌습니다.
하나님은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전능하신 영이십

니다.그는시간과공간을초월하며，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당신의 영혼은 제한된 힘으로 한 때에 한 장
소에만 있을 수 있으며 언젠가는 죽게 될 육체 속에 거
하고 있습니다.그러나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
운 선물입니다.당신은 여러변에서 영혼만으로는할수
없는 일들을 육체를 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성전이므
로 당신의 몸을 잘돌보아야 합니다.

고련도전셔 6:19-20. 너회 몸은 너회가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바 너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올 알
지 못하느냐 ? 그런 즉 너회 옴으로하나님께 영핑을돌
리라

사람이 나쁜일을하는것은육체 때문이라고했}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선하게 만들
기 위하여 육신에 벌을 가합니다.그러나 당신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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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Has Ruined Your Nature
Sin has blurred the image of God in you.

Man gets worse and worse as he tries to rule
his own life instead of letting God have His
way.
Galatians 5:19-2 1.What human nature
does is quite plain. It shows itself in immoral，
filthy and indecent actions; in worship of
idols a'nd witchcraf t.People become
enemies，they fight，become jealous，angry
and ambitious. They separate into parties and
groups; they are envious，get drunk，have
orgies，and do other things like these. I warn
you now as I have before: those who do
these things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뽑

~ "

is neither good nor bad. It is like a machine
that your spirit operates; your spirit decides
what to do，and your body does it.You can
use your body for either good or evil，for
Satan or God.
Romans 12:1.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holy，acceptable unto God. (King
James Version)

Be sure your spirit is master over your
body. The body is a good servant but a poor
master. If you give first place in your life to
its likes and dislikes，you are headed for
trouble. It can even become enslaved by
habits that would destroy your health and
drive your spirit deeper into sin. As we
neglect the needs of the soul，giving first
place to the comforts of the body，we
become less and less like God.

는선하지도악하지도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이 움직이는기계와같은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할
바를결정한대로육신은행합니다.당신은 선하게 혹

은 익하게 즉，하나님을 위해서나 사탄을 위해서 당신
의 육체를사용할수 있습니다.

로마셔 12: 1.너회몸을하나님이 기뻐하시는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이는 너회의 드렬 영적 예배이니라.

당신의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
요.육체는착한종은될수있지만주인은될 수 없습
니다.당신의 육신이 좋고 싫어하는대로 따라서 산다
면당신의 앞날은고통스럽기만할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습관의 노예가 되게하여 당신의 건강을 해치며
영흔을김은죄악가운데 빠지게 합니다.우리가 영혼
에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육신의 편안함만 먼저추구
한다연 우리는 점접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게 될것입
니다.

죄는 당신의 본성을 파괴합니다
죄악은 당신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미하게 합

니다.인간은 하나님께의 인도챔대로 따르지 아니하
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빠져
가고있습니다.

갈라디아셔 5: 19-21.육체의일은현저하니 곧 음
행과 더러운 것과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원수를맺
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그와같
은것들이라. 전에 너회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
니이런일을하는자들은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못할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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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t Be Good Through
Your Own Efforts

Everything that is good comes from God.
If you shut Him out of your life，you can’t
be good. You can be good only asthe Holy
Spirit of God comes to live in you and make
you good.
Romans 7:18-20. I know that good does
not live in me-that is，in my human nature
For p.ven though the desire to do good is in
me ，I am not able to do it.I don ’t do the
good I want to do; instead ，I do the evil that
I do not want to do .... It is the sin that lives

~

Inme.

You Are So Unlike God That You
Must Be Made Over Again

Your nature can’t be patched up and
made all right just by trying to be good，or
by joining a church. You need God to
change your nature，making you into the
kind of person He wants you to be. Let Him
restore His nature in you.

당신 자신의 노력만으로 선하게
될수없습니다

선한것은모두하나님께로부터용니다. 당신의 삶에
오시는 하나님을 막아버린다면 당신은 선하게 될수없
습니다.당신이 선하게 되는유일한길은 하나님의 성
령께서 당선의 영혼안에 거하시고 당신을 선하게 만들
어주는것입니다.

로마서 7 : 18- 20.내속곧내육신에선한것이거하
지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
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은 동찌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만일 내가 원
치아니하는그것을하면이를행하는 X까 내가 아니
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으므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당신 성품을 고치고 바르게 할수는 없습니다.당
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하나님이 필요합니
다.하나님은우리를그가 원한사람으로 만들어 주
시고 당신안에 있는그의 본성을 닮은 성풍을 다시 회
복시켜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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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Read this section again while
checking for ways in which you are not
like God. Draw a line under anything
that you do NOT want in your life .

• Which is more impoπant ，your body
or your spirit? _

Which sho비d rule?

Can you be good without outside help?

PART 4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틴

A piece of clay can become either a hog-
wallow or fine porcelain. The outcome
depends on the owner’s desires and the
potter’s skill.

Human nature left to itself goes from bad
to worse. It becomes a filthy wallow of dirty，
hateful thoughts and wicked actions
However ，in the hands of God，the Master
Potter，your life can become an example of
wonderful beauty and usefulness.

과제 3
• 이번에 공부한 제 3장을 다시 읽으면서 당신안
에 있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여러태도들을 점검
해 보시고 당신삶에결코 원치않는 것에밑
줄을그으십시요.

• 당신의 영혼과 육체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

어떤것이 우리를 지배하여야 합니까 ?

외부에서의 도움없이 당신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있습니까?

제4 장
당신은어떤사람이되고

싶습니까?

똑같은 흙으로 지저분한 돼지우리를 만들수도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
이원하는대로그의손기술에따라만듭니다. 인간의
성품은그것 자체대로 두면 점점 나빠져서 마치 더러운
흙진창과같이 미움이 가득한 생각과사악한행동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당신
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당신의 삶은 놀라우리
만치 아름다와지며 쓸모 있게 될수 있습니다

13



醫
Jeremiah 18:4，6. The vessel that he made
of clay wasmarred in the hand of the potter:
sohe made it again another vessel .... Cannot
I do with you as this potter? saith the Lord
As the clay is in the potter's hand，so are ye
in mine hand.

For You to Do
• Do you want God to make you over
again? In your own words，
ask Him to do it.

• If you are already a Christian，maybe
you want to get rid of your faults and
become more like God. If so，tell Him
about it and ask His help.

PART 5

HOW CAN YOU KNOW
YOU AREACHILD OF GOD?

The minute you accept JesusChrist as
your Saviour，God acceptsyou asHis child.
He makesyou aware of this in three ways:
• Through His Word，which saysso
• Through the inward assurance of the

witness of the Spirit
• Through the change in your life

예레미야 18: 4，6.진흙으로 만든그현 토71장이의
손에서 파"J하매 그가그것으로자기 의견에 선한대로
다른그릇을만들더라. 나여호와가이르노라 이스라
엘 족속아 이 토기징이의 허는것 같이 내가 능히 너회
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진흙이 토기
징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내손에 있느니라.

과제 4
• 당신은 다시 하나님께 지음 받기 원하십니까 ?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당

신의 뜻대로간구 하십시오.

•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당신의 잘못
을버리고더욱하나님을닮아가고자 할 것입
니다.만약그러시다면 그것을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요.

제5팡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것몰
어떻게알수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하나님
께서는 당신에게 다음 3가지로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주십니다.
•자녀 삼으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 성령의 증거를 통한내적 확산을 통하여
• 당신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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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5:10-12. Whoever believes in the Son
of God has this witness in his heart .... God
has given useternal life，and this life is ours
in his Son. Whoever has the Son has this life.

요한 l셔 5: 10-12.하나님의아들을믿는 자는 자
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
나님을거짓말히는자로만드나니 이는하나님께서그
아들에 관하여 중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 하였음이라.
또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올 주는것
과이생명이그의아들안에있는그것이니라. 이들이
있는지에게는 생명이 있고，하나님의아들이 없는자에
게는생명이없느니라.

로마셔 8 : 16.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가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 l셔 3 : 14.우리가형제를사랑함으로 사뺑 l서
옮겨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사랑치 아니하는
자는사뺑 l거하느니라.

꿇훌
Romans8:16. God’'sSpirit joins himself to
our spirits to declare that we are God's
children.
I John 3:14. We know that we have left
death and come over into life; we know it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For You to Do
• Have you accepted Jesus as your
Saviour?
• Do you know that you are a child
of God?
• Believe what God’s Word saysabout
it and thank Him now for having made
you His child.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ple-
tion of lesson three.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t~ 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four.

When you have completed the sixth
lesson，we 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ficate.

May God richly bless you!

과제 5
•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
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것을아십니까?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을그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십시요.

이 강좌의 제 3권을 마치신 것을 축하합니 다.당
신의 답안지를받는즉시 채점하여 다음공과와함
께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좌를 6권까지 마치게 되면 당신은 수료

증을받으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넙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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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모

※답안지를 따로떼어 국제성경통신학교로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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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번

소주’

생의 흥대한질문 M
답안지

과제 l

학생기업란
@하나님께서는나에게 생명을주시어 나로 하여금

그의 ----가 되게 하시며 그의 ---을 닮게
하셨으며 그의--- 로써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
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요.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기쁘게 하는가?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나의 인내와 나의 성품을 단
련시키기 위한기회로여기는가?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남을 돕고 있는가 ?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사는
가 ?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을 영원한 삶에 대한준비
를 하는 과정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

•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가 ?
•나는 내가 태어난 목적대로 사는가 ? 아니면 불위
에 놓여진 밀짚모자처럼 살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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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과제 4

@ 당신은 다시 하나님께 지음 받기 원하십니까 ?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간구하십
시오.

@ 당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당신의 잘못을 버
리고더욱하나님을닮아가꾀할것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
을구하십시요.

@인간은그의 영혼을어디서받았습니까? 동물로부
터 입니까 ? 하나님으로부터 입니까 ?

@우리는사람에게하나님의형상을찾아볼수 있습
니다.아름다움을즐기는것에서 본성을，사
고뺨 능력에서 본성을，새로운 발명
을 하는 것에서 ---←-본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서 ---본성을 하나님을 찾는데서
--- 본성을 찾。}볼수있습니다.

과제 5

과제 3 @당산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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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I·ll·ill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동안여러개 1 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 중대한 질문”에 관하여 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 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학생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H 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 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 잘라 같이 통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1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뎌]디긴ITJJ- 댐ITJJITJJ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압 736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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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riend，
We are so happy to have you as a student

in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stitute.
You are a part of a great student body
consisting of many thousands of people from
many countnes.

You have made excellent progress! Now，
in this fourth lesson，you are about to
discover how you can meet your greatest
need. May God bless you as you study.

As we have mentioned before，we will be
glad to send these lessons to any of your
friends. Just write their names and addresses
on the inside of the back cover. When we
receive this lesson booklet ，we will mail
lesson one of this course to them

The Oi/ector

Although we do not charge for these
lessons，there are expenses involved in
sending them to people. Some students like
to help with the expenses by sending an
offering. These offerings help us to make the
lessonsavailable to others. If it is possible for
you to do this，enclose your offering the next
time you write to us.

First Edition 1985

© 1984 All Rights Reserved
Infern.wonal Correspondence Imtllute. Brussels. Belgium

D/19B4/2145/145 물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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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친구들에게
당신이 국제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된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세계 여러나라의 수십만명의 통

신학교 학생중의 한명 입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럽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이
책자를보내드리고자 합니다.책표지의 안쪽에 마련
된 ‘친구소개란’에당신 친구플의 이름과 주소를 적
어보내주십시요.그주소를받는즉시이과정의제 l
권을 그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회가 이 공과의 책값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링에거10J 책틀을 보내는데 많은 비용이 쓰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이런 비용에 쓸성금을보내옵니다. 이
성금플은 다른 사림에게 공과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일 당신도 이렇게하시기원하신다면
다음면지를 보내실 때동봉하여 주십시요.

당신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이
네번째 공고에서는 당신이 가장필요로 히는것을어떻
게충족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게 됩니다.당신이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顧훌훌 국제성경통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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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WHAT IS YOUR
GREATEST NEED?

Is Itfor Your Body or Soul?

탐신(ill|
..틀센흰훌켈~겹

건류훌션#격
어떻게||

째1창

당신이가장필요로하는것은
무엇인가?

육체를위한것업니까， 영혼을위한것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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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 who is lost in a desert or
jungle，or who is adrift on a raft in the ocean，
needs to be found and rescued. The starving
man needs food; the condemned prisoner
needs pardon. The person who has been
poisoned needs to be cured

Although these needs are vital，you have
an even greater one. Your body will die
some day，but your soul will either live on
in eternal joy or suffer forever the horrors
of death. So，life and health for your soul are
more important than the most urgent need
of your body.
Matthew 10:28.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God，who can kill both
body and soul in hell.

Your Greatest Need Is a Saviour
The Bible teaches us that man’s soul is

lost，starving，deathly sick，and condemned
to die. Man needs a Saviour to find，feed，
cure，and pardon him. A Saviour is your
greatest need，because you can’t save
yoursel f.

• Having Christian parents won’t save you.

• Being a church member won’t save you.

• Trying to be good won’t save you.

• Without a Saviour，you can’t be saved.

사믿L이나 정글에서 길을 잃고 혜메거나 망망대해에
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되어 구조받이야 살 수
있습니다.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유죄선
고를받아갇힌죄인에게는용서가펼요하며 병든사랍
에게는치화필요합니다.이러한것들도 생명에 필
요한 것들이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당신의 영혼은영원한기쁨가운데서 살게되

거나혹은 사망의 공포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거나 어느
한쪽에속할것입니다.그러므로당신영혼의 건강과
생명은 당신 육체의 필요보다 더욱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 28.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
하는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욕에 멸하시는자를 두려워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구세주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은 앓어버린 바 되었고，

굶주리며，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며，범죄함으로 사형
선고받았다고가르칩니다. 그러므로인간은그영혼을
찾아 먹여주고，치료해 주며 죄를 용서하여 줄 구세주
가 필요합니다.당신은 스스로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중요한 필요는 구세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이 구원받
는것은아닙니다 .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려 힘쓰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세주가 없이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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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00
• Which is more important ，the body
or the soul?

• I，(your name)
may have many needs ，but my greatest
need of all is a because
I can’t myself from sin and
death .

• If you have already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Saviour ，this lesson is still
very important for you. It tells how He
will help you day by day.

PART 2

HOW DOES JESUS MEET
YOUR GREATEST NEED?

Jesus Is the Saviour God Has Sent for You
God sent His Son to find，feed，and cure

your sick，starving soul that was lost in sin.
He became a man so that He could die in
your place and give you a pardon. His name
is Jesus，which means Saviour. Only He can
save you.

과제 l
• 당신에겐 영혼과 육체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
까?

• 나，(당신의이름) 는 필요한것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입니다.왜냐하면나는나자신을 죄와 사망에
서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이미 예수그리스도를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 공과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이 공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선을 날마
다도와주실 것인가를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째2장
당신이 가장필요로하는것올
예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된 병들고，굶주린 영혼

을 찾아 먹이고 치료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당
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그의 이름은 ‘예수’이며 이는 ‘구세
주’라는 뜻입니다.오직 예수님만이 당선을 구원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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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l'ize This

Acts 4:n. Salvation is to be found through
him alone; for there is no one else in all the
world，whose name God has given to men，
by whom we can be saved.

Jesus Shows You the Truth and the
Way

챙짧

Satan has blinded our minds with error
and unbelief. We have wandered away from
God and lost our way. The devil tries to
make LIS doubt God’s Word ，power ，
wisdom ，goodness，and love. Some people
even doubt that there is a God.

2 Corinllhians 4:4. They do not believe
because their minds have been kept in the
dark by the evil god of this world.

Satan deceives many people with false
religiom ，. Some pray to spirits or images.

Romans 1:23. They exchange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mort~1man，birds，animals，and reptiles.

Satan lies to us about what is good for
us and what is right or wrong. We go down
the wrong road looking for happiness and
find death instead.

Jesus，unlike Satan，came to find us and
lead us back to God，to happiness，and
eternal life. In Him and His teaching you will
learn the truth and be free from unbelief and
error.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사도행전 4 :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죄와 불신으로 가득채워 어둡
게 했습니다.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
여 왔습니다.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선하심
과그의말씀과능력，지혜를의심하게 하려고 애씁니
다.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의심
하게합니다.

고련도후서 4: 4.그중에이세상신이 믿지 아니하
는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흔F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 종교로유혹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꾀임에 빠져우상과 악령을숭배합니다

로마셔 1 : 23.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핑을썩
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십}으로바꾸었느
니라.

사단은 옳은 것과 그른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유
용한것에 대해거짓말을합니다 사단의 말을듣는사
람은 잘못된 길에 빠져 행복을 찾는 대신 사망을 찾게
됩니다.사단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하나님의영
원한 삶과 참행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
니다.예수님과그의 가르침 안에서 당신은 죄와 불신
으로부터 지유롭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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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ze This

John 14:6. Jesus answered him: I am the
waι I am the truth，I am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luke 19: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John 8:1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32. You will know the truth，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다음을 암송 하십시요.
요한복음 14: 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없느니라.
누가복음 19: 10.인자의온것은잃어버린자를찾아
구원하려함이니라.
요한복음 8 : 12.예수께서 또일러가라사대 나는 세
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
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 32.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회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원
하고 기꺼이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
에게 보여 주십니다.성경을 읽고 D뿜을 열어 기도하
십시요.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따르
십시요.

요한복음 7 : 17.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1

얄리라
로마서 12: 2.너회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1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If anyone comes to God sincerely
wanting to know the truth and willing to
follow it，God will show it to him. Read the
Bible and pray with an open mind; be willing
to do what God wants.

John 7:17. Whoever is willing to do what
A를..r--、God wants will know.
웰l톨는-;"';.1Romans 12:2. Let God transform you
‘싸 펴 inwardly by a complete change of your mind
μ￠영 Then you will be able to know the will of
굶빼빼씨 God-what is good，and is pleasing to him，

and is perfec t.

For You to Do
• Answer with the word Satan or Jesus.

Who blinds us as to what is good?

과제 2
• 다음물음에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답하십시요.
누가 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눈을 가립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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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까 ?whatshowsWho is like?Godus

•누가 우리를 죄와 불신에서 자유롭게 해 줍니
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까 ?

Who frees us from error and unbelief?

Who makes us doubt God’sWord?

• 누가 인간을 거짓 종교로 이끌어갑니까 9Who leads men into false religions?

도기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합니다.제게 진리를 보여 주시고 어떤 옛가를 치
르더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용
소서.

Prayer
Thank You，God，for sending Your Son
Jesusto teach me the truth. Pleaseshow
me the truth and help me to follow it，
whatever it costs.

예수님께셔는 최로 인하여 죽을 심령을
살리십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것을배웠습니다. 이 세싱에서 가장 무서운 죄
악은하나님의 가장중요한명령에 순종치 않는것입니
다.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
니다.

Jesus Cures the Deadly Sin of Your
Heart

YOLIhave already learned that sin is
disobeyingGod’s orders.Sothe greatestsin
of all would be to disobey God’s most
important command，wouldn’t it?Jesustold
us which one this is.

마태복음 22: 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갇룹앤}하셨으니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둘
째는그와같으니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링하라 하
셨으니

9

Matthew 22:37-39. You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and with all
your soul，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l' and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The second most imortant
commandment is like it: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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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뚫斷흡 W싸e h뻐빼ave뽑a메배책調II채펴|갓펴:$rm빼oimportant com man띠d이me윈nt끼t“s. Selfishness，the
root of all sins，has filled our hearts and
smothered out love. We have repaid God’5
love with indifference and ingratitude. We
think much more of ourselves than we do
of God or of others. What sinners we are!
Out of our self-centered hearts come all the
troubles between individuals and nations.
We live in a sin-sick world.

2 Timothy 3:2-4. For men will be selfish，
greedy，boastful and conceited; they will be
insulting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and irreligious; they will be
unkind，merciless，slanderers，violent and
fierce; they will hate the good; they will be
treacherous，reckless and swollen with pride;
they will love pleasure rather than God

Jesus came to cure your so비 of the
deadly sin of selfishness and fill you with
God's love.

1 John 1:9，7. But if we confess our sins to
God，we can trust him，for he does what is

까;、 right-he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makeaι\\ us clean from all our wrongdoing. But if we
/쓰~ live in the light ... we have fellowship with
f 、‘씨 one another，and the blood of Jesus，hisSon，
씨L‘ 、!!!'.7makes us clean from all our sins.
~는르는즘 Romans 5:5.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means of the Holy Spirit.

우리 모두는하나님이 주신 가장중요한두 7t지계명
을 어겼습니다.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이 우리
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랑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우
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관심과 배은망덕으로 보답했
습니다.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자신
만을 더욱생각합니다.우리가얼마나큰죄인인지요.I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죄악으로
병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 2-4. 사람들은자기를 사링하며 돈
을 사령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
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
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
우며 선한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링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속에 자리잡은 이기심이라
는나쁜죄악을내쫓고하나님의사랑을채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l서 1 : 7，9.저가 빛가운데 계신 것 겉이 우리
도 빛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사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자백하연 저는 미쁘시고 의
로우사우리 죄를사하시며 모든불의에서 우리를깨끗
케하실것이요.
로마서 5: 5.소%에 부끄럽게 。}녀함은 우리에게 주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헤부
은바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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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Have you broken God ’s two greatest
commands?

• Read 2 Timothy 3:2-4 again and draw
a line under every sin mentioned there
that you have been guilty of at least
once in your life.

• Ask God to fill your heart with His
love.

Jesus Break‘the Power of Sin and Satan
Sin has weakened our will power until

we cannot do what we know we should do.蠻뽑 John 8::14.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of
Sin.
Roman!; 7:14，15，18. I am ... a slave to
sin ... f don’t do what I would like，but
instead J do what I hate. . . . For even though
the desire to do good α in me，I am not able

Jesusbreaks the chains of sin and delivers
from bad habits. He frees from bad temper ，
gambling ，cursing，immorality ，and addiction
to tobacco ，alcohol ，and drugs. He breaks
the power of evil spirits and Satan.

과제 3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중요한 계명 두 가
지를어겼습니까??

• 디모데후서 3:2-4 을 다시 읽으시고 열거된
죄중에서 당신이 단한번이라도범한죄가있다
연 그 밑에 줄을 그으십시요

•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그의 사랑을 채워주실것
을간구하십시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죄익이 우리의 의지력을 의E하게 하며 우리가 해야할

바를얄연서도행할수없게 합니다.

요한복음 8: 34.죄를 범하는자마다죄의 종이라
로마셔 7 : 14-15 ，18.우리가율법은 신령한줄알
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팔렸도다 나의 행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
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쁜 습관에서
놓여나게 하십니다.그는나쁜성질， 도박，저주，부도
덕함，술，담배，마약중독등온갖죄악된 것에서 자유
롭게해주십니다.그는악령과사탄의 권세를 물리치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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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Took Your Place - Secured Your
Pardon

God’s justice demands that sin be
punished by death. He loved you so much
that He let His Son die in your place. When
Jesusdied，it was as if you had died. Because
He rose again and went to heaven，so can
you.

I Peter 2:24. Christ himself carried our sins
on his body to the cross，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for righteousness.

Galatians 2:19，20. Sofar as the Law is
concerned，however，I am dead-killed by爛 the Law itselμ der that I might live fa
God. I have been put to death with Christ
on his cross，so tha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it is Christ who lives in me. This life that
I live now，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s life for me.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복음 8: 36.그러므로이들이 너회를자유케하면
너희가 참으로지유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산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그
러나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대신 죽게하셨습니다.예수님
께서 죽으심은 곧 당신의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그
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당신도 그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 24.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
리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저가 채찍에 맞음으
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2:19-20. 내가율법으로 말미암아 율
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
니라.내가그리스도와함께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
런즉이제는내가산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
도께서 l사신것이라. 이제내가육체가운데사는것은
냐를사령하사나를위하여자기몸을버리신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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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accept jesus as your Saviour，
you acc<~pt His death as your death，and His
life as your life. In that very minute you
become a child of God. Sin once separated
you from God，but through jesus you have
pardon ，new life，and fellowship with God，
as if YOIJ had never sinned.

For You to Do
e Read pcl.ge 8 two more times.

e If you h21veany habits from which you
want Jesus to free you ，tell Him about
them in prayer and ask Him to deliver
you.

PART 3

IS JESUS YOUR
SAVIOUR?

ItIs Up to You to Decide
jes U!;is willing to be your Saviour，but

He won’t force you to accept Him.

Now Is the Time to Accept Him
If YOIJ haven’t yet accepted jesus as your

Saviour，do it now. Now is the best time.
later might be too late. Besides，you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죽음
을 당신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받아
들이게 됩니다.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죄가 하나님과 당신
을 떼어 놓았으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
고 새생명을 얻어 죄를 범하지 않은 새사람으로하나님
과교제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제 4
e8페이지를 두번 더 읽으십시요.

•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나쁜습관이 있다면 기
도로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해 주
실것을간구하십시요.

체3장
예수님은당신의
구세주인가?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시과 하

십니다.그러나그는당신에게그를영접할 것을 강요
하시지않습니다.

그를영접할때가바로지금업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요.지금이 바로가장 적절한 때입니
다.이후에는너무늦습니다. 게다가당신은예수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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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 to enjoy every day possible of this
wonderful new life in Him. He is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today; let Him in.

Revelation3:20. Listen! I stand at the door
and knoc k.
Hebrews 3:15. If you hear God's voice
today，do not be stubborn.
2 Corinthians 6:2. Listen! This is the hour
to receive God’s favor，today is the day to
be saved.

For You to 00
Jesus is right there by you and can hear
your prayer. In your own words thank
Him for dying for your sins，and ask Him
to be your Saviour. If you have already
done this，thank Him for the ways in
which He meets your greatest need.

PART 4

WHAT ABOUT
YOUR OTHER NEEDS?

Your Father Cares for You
Matthew 6:31-33. So do not start worrying:
Where will my food come from? α mydrink?
or my clothes? Your Father in heaven knows

에 있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을 7t능한한 날마다 누리기
를 바랄 것입니다.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의 문
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문을 열어 예수님을|맞아들이
십샤요

요한계시록 3: 20.볼찌어다내가문밖에 서서 두드
리노니

히프라서 3 : 15. 오늘날 너회가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회 마음을 강팍케하지 말
라

고련도후서 6: 2.보라지금은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제 5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것
을 감사하고 당신의 구세주가되실 것을 간청하십
시요만약이미그렇게하셨다면당신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넘께 감사하십시
요.

쩨4창
당신에게필요한또다른
것들은무엇인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31-33. 그러므로염려하여 이라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업을까 하지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너희 천부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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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Instead，give
first place to his kingdom and to what he
requires .. and he will provide you with all
these other things.쩔뽑

Talk with God Every Day About Your Needs
Philippians 4:6. Don’t worry about
anything，but in all your prayers ask God for
what you need，always asking him with a
thankfui heart.

Jesus Will Be Your Healer
‘".He still heals the sick in answer to prayer.
•’II A...Acts 10:38. Jesus ... wentwf everywhere healIng
，"，Hebrews 13:8. Jesus Christ is the same
， ，- yesterday，today，and for ever.

For You to 00
Thank God for His care and ask His
help with any problem that you may
have.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pletion of lesson four.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 t，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five.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lesson，we 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ficate.

May Cod richly bless you!

모든 것이 너회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너회는
먼저그의나라와그의의를구하라. 그리하면이모든
것을 너회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한 것을 고하십시요.
벌립보서 4: 6.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에 기도와 간구로 너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도행전 10: 38.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기름붓듯하셨으매 저가두루다니시며 착한벨
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히브라서 13: 8.예수그리스도는어제나오늘이나영
원토록통일하시니라.

과제 6
하나님께 당신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당선

에게어떤문제가있다면기도로도움을 구하십시
요.
이 강좌의 제 4권을 마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

신의 답안지를 받는 즉시 채점하여 다음 공과와 함
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조떨 6권까지 O~*)Al
면 당신은훌륭한수료증을받으실 것입니다.하나
님의 넙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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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모

※답안지를 따로 떼어 국서l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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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중대한질문 N
답안지

과제 l

학생기업란 @당신에겐 영혼과 육체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까 9

@나， (당신의이름)---는펼요한것이 많
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입니
다.왜냐하면나는나자신을죄와사냉에서→---
할수없기때문입니다.

@당선이 이미 예수그리스도를당신의 구세주로영접
했다면이 공과는당신에게매우중요합니다 이 공
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날마다 도와 주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번

주소 과제 2

@다음물음에 예수넘인지 사탄인지 답하십시요.

�누가 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눈을 가립니까 ?

•누가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까 ?

•누가우리를죄와불신에서 자유롭게 해줍니까 9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합니까 9

•누가 인간을 거짓 종교로 이끌어 갑니까 ?

17



과제 3
@당신은하나님이 주신가장중요한계명 두가지를
어겼습니까?

@ 디모데후서 3:2-4을 다시 읽고 열거된 죄 중에서
당신이 단한번이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써보십시요.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그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요.

과제5

@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
십니다.당신의 죄를 위하여 고}죽으신 것을 감사
하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간청하십시요. 만
약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의 가장큰 필요를 채
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시하십시요.

과제 4
과제 6

08페이지를 두번 더읽으십시요.
@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연 기도로
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해 주실것을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톨보아주심을 감사하고 당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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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11· ill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 중대한 칠문”에 관하여 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학생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H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띤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 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 잘라 같이 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l 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IT]낌[ill-lliJ[ill[ill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앙 736 -7180
국제성경통신학교







Dear Friend ，
Just one more lesson after this one and

you will receive your certificate for having
completed this correspondence course. Since
you are 50 near the end，we know that you
will want to finish these last two lessons
very quickly.

Asyou have studied these lessons，you
undoubtedly have had a growing hunger t。
know more about Cod. Thus，you will be
happy to know that this course is only one
of several we have for you. Itis like the
foundation of a house. Other courses will
help you build your house of knowledge on
this foundation

Sothat you can be thinking about the
next course you would like to take，we are
enclosing a list of courses available to you and
an enrollment form. However ，you do not
have to wait to enroll in another course. You
can enroll in your next course even while you
are finishing this one! If you wish to enroll
now，just fill out the enrollment form and
mail it to us

May Cod bless you as you study in this
lesson how to make heaven your future home

The Director

First Edition 1985

© 1984 All R'gh“Reserved
Infernaflonal Correspondence Instlfute ，Brussels，B허8，um

D/1984/2145/145 불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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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찬:i띨에게
당신은 이번공따와 뒤에 남은 한공과를 끝마치면
이통신 강좌를마치신데 대한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이제거의 공부하녔으므로마지막 두공괴를속히 공부
하고차원핸것엽니다.

당신은 이공패를 공부하시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올
알고자종}는n뺨’l간절해졌을것입니다. 이 과정 외
에도당신을위한여러과정이마련되어 있습니다.이
번과정은 집을지을때 기초를 다지는것과 같습니다.
다른과정들은 이 기초위에 당신이 집을지을 수 있도
록도와줄것입니다.

당신은 저회가동봉하여 보내드린 계속공부하실 수
있는 다음과정의 목록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될것입
니다.다른과정을 둥록하시는데 기다리실 필요는 없
습니다.이공부를하시면서 다음과정을 동록하실 수
있습니다.만약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다음 과정의 퉁
록원서를 기재하셔서 저회에게 보내 주십시요.

당신이 이공과에서 하늘에 있는 당신 미래의 집을
어떻게지을 것인가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
해주시길기도합니다.

顧훌훌 국제성경통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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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AFTER DEATH-
WHAT?

The Initial ，Temporary Condition
What happens when you die? Your spirit

will leave your body and go to one of two
places to wait there until your body is

01떻꺼~
훌l늄까I

쁨
�죽음이후에는무엇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
�당신의선택이얼마나
중요한가?

제 1장

죽음이후에는무엇이
있는가?

처음의，일시적 상태
당신이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 당신의영혼은 육

체를떠나천국과 지옥두 곳중 어느 한폈l가서 그몸
이다시 살아날때까지 기다힐 것입니다.당신이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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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짧
resurreeted .

If you have accepted JesusChrist as your
Saviour，your spirit goes to be with Him in
heaven. If you have refused His offer of eter-
nallife ，you will go to Hades (also called hell).

Luke 11):22，23.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side，at
the feast in heaven; the rich man died
and ‘was in great pain in Hades

When we speak of the “sleep of death ，"
we arE' talking about the body only. It will
come back to life at the resurrection. The
soul does not sleep in death，but is fully
conscious. The body is like a house that the
soul，or spirit，moves out of to go to a better
home.
2 Corinthians 5:1，8. For we know that when

\\iI.this tent we live in-our body here on
~U' ’earth--is torn down. God will have a house

in heaven for us to live in，a home he himself
made ， which will last for ever ....
씨Ie ... would much prefer to leave our home
in thα body and be at home with the Lord.

The Resurre(:tion
Je;us is coming back again，possibly ve이

soon，for those who belong to Him. Like a
lilly from its bulb，your soul will rise with a
new body.

John 11:25. Jesus said to her: "f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ill live，even though he dies."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가서 그
리스도와 함께 있을것이며，그리스도가 주시는영생
을 거절했다면음부(지옥이라고도부름)에 가게 될 것
입니다.

누가복음 16: 22，23.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죽어 장사
되매저가음부에서 고통 중에눈을 들어 얼리아브라함
과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죽음의장’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육체만을 이르는 것입니다.부활 때에그 육체는 다시
살게됩니다.그러나영혼은결코죽음으로 장들지 않
습니다 오히려완전한의식이 있습니다.육체는 마치
집과같아영혼은이제 더 좋은집으로이사가는 것입
니다.

고련도후서 5 : 1.8. 만일 땅에 있는우리의 장박 집
이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
이아니요.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몽을
떠나주와함께거하는그것이라.

부 활
예수님께서는그에게 속한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속히 오십니다.백합꽃이 묵은 뿌리에서 피어
나는것처럼，그때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몸과 함께 일
어날것입니다.

요한 ll: 25.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생
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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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inthians 15:42，43. When the body is
、?!bluωJfI’ied i샤t is mortal; when r떠aised，i“tWI 시川II beF뭔}mmmoα때r때때a떼I. WI싸빼h따len뼈bl야u미뼈Jπr";，when raised it will be beautiful and strong.
‘，} Philippians 3:20，21. We eagerly wait for our

Saviour to come from heaven，the Lord Jesus
Christ.He will change our weak mortal
bodies and make them like his own glorious
body.

Memorize This
1 Thessalonians 4:16，17. The ω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Those who have
died believing in Christ will be raised to life
first; then we who are living at that time will
all be gathered up along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50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s children of God w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what we have done on earth
and why we did it. Rewards will be given for
faithful service. God will assign us certain
responsibilities and privileges in His
eternal Kingdom.

織f

2 Corinthians 5:9，10. More than anything
else，however，we want to please him .... For
all of us must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so that each one may receive
what he deserves，according to what he has
done，good or bad，in his bodily life

고린도전셔 15: 42.43. 죽은자의 부휠도 이와 같으
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실여 욕

된것으로 심고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여약한것으
로심고강한것으로다시살며
벌립보셔 3 : 20，21.오직우리의시민권은하늘에 있
는지라거기로서 구원하는자 곧주예수그리소도를기
다리노니 .::v}만울을쩨에게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옴올 자기 영광의 옴의 형체
와같이변케하시리라.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데살로니가 전셔 4 : 16.17.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하나님의 니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립하시리
니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에 우리 살아 남은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가항상주와합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싱에서 행한 것을
그 근거로 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그리고 하나
님께 신실하게 봉사하며 섬긴 자에게는 상을주실 것입
니다.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나라
에서 해야환 일과 누릴 특권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고련도후셔 5: 9，10.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떠나든
지 주를기쁘시게 하는자 되기를 힘쓰노라.이는 우리
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드러나 각각 선
악죠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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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After this first judgment ，Jesuswill come

back to earth with His followers. The devil
will be imprisoned for a thousand years.

Jesus will set up His kingdom and rule
over all the earth for a thousand wonderf 비
years of peace and prosperity. This period
of time is called the Millennium. Even the
wild animals will live at peace with one
anothE'r and with man.

Revelalion 20:4. They lived and ruled as kings
i;종 with Christ for a thousand years
-훌.4 Isaiah 11:6. 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Isaiah 35:1，5，10. The desert shall rejoice，and
blossom as the rose. . .. Then the eyes of the
blind ，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 shall obtain joy
and gladness，and sorrow and sighing shall
flee away ，

The Resurre(·tion and Judgment
of the Unsaved

After the Millennium and a final conflic>
between Christ and Satan，the devil will b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n the dead
who did not accept God’s plan of salvation
will come to life again and be judged. All
those who have insisted on following Satan
instead of God will have to go to the place
of punishment prepared for the devi l.

천년왕국
이 첫심판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이 때에 마귀는 1000년 동안 감
금될 것이며 예수님은 여기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
고 1000년 동안땅위의 모든 것을 평화와 번영으로 놀
랍게다스리실 것입니다.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
다.。얘 동물조차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게
될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 4.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
안왕노릇하니.

이사야 11: 6.그때에 이리7~어린 웹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와 살젠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35: 1.5，10.광야와메마른땅이 기뻐하며 사
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그때에소경의 눈
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여호와
의 속량함을 얻은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사온에 이
르러 그 머리위에 영영한 회락을 띠고기쁨과 즐거웅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구원받지못한자들의
부활과심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마지막
씨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마귀는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똘어지못
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
다.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른 모든 사람들
은 마귀에게 마련된 형벌의 장소로 함께 가。반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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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사록 20: 11.12. 15.또내가크고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자를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내가보니 죽은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환뻐 펴졌
으니 곧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띠라 책
들에기록된대로심판을받으니…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Revelation 20:11，12，15.lsaw a large white
throne and the one who sits on it 0 0 0 01 saw
the dead，great and small alike，standing
before the throne. Books were
opened ... 0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as was
written in the books. . . 0 Whoever did not
have his nam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ving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영원한상돼
의인들(하나님과함께하는올바른 사람들，하나님의

자녀들)은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영
원히 살것입니다.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사
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The Eternal State
The righteous (thosewho are right with

God and who are His children) will enjoy
forever all that God haspreparedfor them.
Those who have refused His salvation will
be separatedforever from God.

마태복음 25: 46. 저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들
어가리라하시니.

Matthew 25:46. These，then，will be sent off
to eternal punishment; the righteous will go
to eternal life.

과제 I

• 알맞은 말을 골라 0표하십시요.

•하나님의 자녀뜯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어디
로갑니까 ? (천국，지옥)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
람은 어디로 갑니까 ? (천국，지옥)

• ‘죽음의잠’이란무엇의 임시 상태를 말합니
까? (육체，영혼)

For You to Do
• Choose the right word.
• When God's children die，their spirit
goes to (heaven，hell).
• Those who have not accepted God's
plan of salvation gρ to
(heaven，hell).
•“Sleep of death" refers
temporary conditon of the
(spirit，body).

th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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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WHAJ ARE HEAVEN
ANI) HELL LIKE?
One of two places will be you r eternal home:
heaverl or hell.The word "he ll'’refers both
to Hades and to the lake of fire.

HEAVEN
At Home with God

John 14:2.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and I a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Revelation 21:3. Now
God's home is with men!
He will live with them，
and they shall be his
people.

Everything망od comes from God. With Him
are light，life，beauty，and joy. Separated from
him，there is darkness，suffering，sorrow，
and d션ath.

째2장
천국과지옥은
어떤곳인가?

천국과 지옥중에서 어느 한 곳은당신의 영원한 집
이될것입니다.지옥이란말은음부와불못이란 말과
관련이있습니다.

�하나념과의 분리 l
마태복음MiImI또씬핀 l
에있는 자핀에 1시!이프시되 l
저주관 딴는 지• 나주I띠 l
나 바귀와 二L 사:.<)-;←블위하 l
여예II된 영영힌 발”김-

천 국
�하나님과함째거함
요한복음 14: 2. 내 아버
지집에거할곳이 많도다
..，내가너희를위하여처소
를예비하러가노니.

요한계시록 21: 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저희
와 함께거하시리니 저회는
하나님의백성이되고

하나님께속한 것은 모두 선합니다.하나님에게는빛
과 생명과 이릉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그와 분리된
다면 어두움과고통과슬픔과죽음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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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Perfect Happiness

Forever
Revelation 21:10，11，16，18.
The Holy City ... shining
with the glory of God ...
was fifteen hundred miles
long，and was as wide and
as high as it was long ..
made of pure gold

Revelation 22:5. There
shall be no more night ...
the Lnrd God will be theirI light，and they will rule as
kings for ever and ever.

Revelation 21:3，4. God
himself ... wi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no more grief，
crying，or pain.

Let’s think about what kind of neighbors we
will have when we choose our home for
et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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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국
영원하고완전한행복

요한계시록 21: 10，11.16
IS. 거룩한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보석같고 ..그
성은네모가반듯뼈장팡
이같은지라…그성팍은벽
옥으로 쌓였고그성은정금
인데맑온유리같더라.

요한계시록 22: 5. 다시
밤이없겠고…주하나님이
저회에게 비취심이라 저회
가세세토록왕노릇 하리로
다.

요한계시록 21: 3，4.하나
님은친히저희와 함께 계
셔서모든눈불을 그 눈에
서 씻기시매 다시사멍이 없
고애통하는것이나곡하는
것이나아픈것이다시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우리의 영원한 본향 집을 선택했을때 우리곁
에 어떤 것들이함께하게 되는지 묵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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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John 14:1，3. Jesus told
them ... I will come back

I and take you to myself，so
that you will be whe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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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rews 12:22，23. You
have come to ... the city
of the living God，the
heavenly Jerusalem，with
its thousands of angels.
You have come to the
joyful gathering of God's
oldest sons. . . .You have
come to God ... and to
the spirits of righteous
men made perfect.

For You to Do
Beside thE‘Bible versesin Part Two，write
NO byevtE!마line that tells of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in your eternal
home，or that you don't want to
experience. Write YES by whatever you
want.

지 옥l 천 국
요한복음 14: l.3，너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가다시 와서 너회를내게
로영접하여 나 있는곳에
너회도있게하리라.

히브리셔 12: 22，23.그러
나너회가이른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
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장
자들의 총회와교회와 만민
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의인의 영들과，

마태복음 25 : ~I.나갚•
나ID1귀와그사X까 III우!하.
여예DI된 영영한원에갈꺼.
가라

요한계시록 01'11그라나 l
우여우!δ간f 시~탑파낀;()아.
Lj"까 ? 사단아흉Dl한사감.
」’.. ι}갚!II행유;(i--':fl’~

숭객 ~;A우상-승배I'J)감」’~
꼬든 가삿 I갚;;는X판은 판.
파유황으 ζ !Ill二관에~여.
mmn

""

과제 2.
제 2짚벼l서공부한모든성경구절에서 당신의

본향집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나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 옆에 ‘아니오’라고 쓰십시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성경

구절 옆에 ‘예’라고 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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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저13 장

HOW IMPORTANT
IS YOUR CHOIC탄

Don’t blame God for sending anyone to
hell.He wants to save el.'erybody，but each
one must choose for himself between
heaven and hell.

El1I Deuteronomy 30:19，20. I have set before you
l률 ~I life and death ... choose life ... Iove the ωrd

‘�흩....’ thy God ... obey his voice ... for he is thy life.

Whether you choose heaven or hell，
others will follow you there. Think of your
family and friends. Where do you want to
lead them?

For You to Do
Thank God for sending Jesus to save
you. Pray for any of your family or
friends who are on their way to hell.Ask
God to help you warn them and lead
them to the Saviou r.

12

당신의선택이
얼마나중요한가?

어떤 사람을 지욕에 보낸다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요.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
라십니다.그러나 각 사람들은 천국과지옥중에서 자신
의 갈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0: 19.20. 내가 생명과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를사링F하고 그 말씀올 순종하며 ...그는 네생명이시요

당신이 천국과 지욱중에서 어느 곳올 택하느냐에 따
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택한 곳을 따라 가게 됩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블을 생각해 보십시요. 당신은 그
들을 어디로 인도 하시렵나까 ?

과제 3.
당선을 구원하기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께 감사드리십시요 당신의 가족，친구 중에 지옥
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
시요.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며 구세주 앞으로 인
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웅을 구하십시요.



PART 4

HO~I CAN YOU GO
TO HEAVEN?

If you want to lead others to heaven，first
be cel1ain that you，yourself，have taken
these steps. Then help your friends to take
them.

Get Off the ‘.vrong Road
We have all been traveling the road of

SIN away from God and toward hell.We
turn away from our sin，determined to obey
God aπd go His way. We ask His forgiveness
for our disobedience. This is repentance，the
first stl~Ptoward heaven.

We must acknowledge the wrong we
have clone to others and do what we can to
straighten it out. We must forgive our
enemies，ask forgiveness of those we have
wron g.ed，and pay back what we have
stolen. As we confess it all to God，He will
forgivl? us and help us in whatever we have
to do.

Memorize This
1 Joh~11:9. But if we confess our sins to God，
we can trust him，for he does what is right-
he wi/'! forgive us our sins and make us clean
from all our wrongdoing.

2 Peter 3:9. He is patient with yoι because
he dOf.'Snot want anyone to be destroyed，but
wants all to turn away from their sins.

뤘홈

제4장
어떻게천국에
갈수있는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가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고 그 후에 당신의 친
구들이 그렇게 되도록도와주어야합니다.

최의 길에서 떠나십시요.
우리는 모두다하나님을 떠나지옥을 향하여죄의길
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죄의 길올 떠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결심을 하고，하
나님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회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첫발자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여야 하며 그

잘못을할수있는한바로잡아야합니다. 원수를 용
서하여야하며，잘못을용서 받아야하고 훔친 것은 되
돌려 주어야합니다.우리가이 모든것을 하나님께 고
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할 것들을 도와 주십니다.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 l서 1 : 9.만일우리가우리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깨끗케 하실 것이요.

베드로후서 3: 9.너회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회개쩨에 이력를 원하시느니라.

13



Recognize the Right Road
G여has given you a road map，the Bible.

It says that Jesus Christ is the Way. Follow it.

Memorize This
John 14:6，6: 37. jesus answered him: I am
thewaι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I will never
turn away anyone who comes to me.

Choose the Right Road
This means to accep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your personal Saviour and
lord of your life. Believe that He accepts
you，too，and trust in Him.

Memorize This
Acts 16:31.“Believe in the Lord jesus ，"they
said，"and you will be saved."

John 20:31. These have been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the Son
of God，and that through this faith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Follow the Right Road to the End
FollowJesus the rest of your life. He will

guide and help you as you read the Bible
and pray.

옳은 길을 깨달으십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당신의 길을 앤빼운지도로 주
셨습니다.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길이라고말합니다.
그길을따르십시요.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복음 14: 6，6 :37.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올 A~가없느니라.내게 오는자는내가결코내어 쫓
지아니송버라.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요.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

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당선 삶의 주인으로 받
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수님께서 당신 역시받아
들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요.그리고 예수님을 의뢰하십
시요.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샤도행전 16: 31.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네집이구원을얻으리라.
요한복음 20: 31.오직이것을기록함은너희로예수께
서 하나님의 아들그리스도이심을 믿게하려 함이요 또
너회로 믿고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어
니라.

물까지 옳은 길을 따르십시요.
당신의 남은 삶전부를 바쳐예수님올 따르십시요.

당신이 성경 말씀을 입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
을인도하며도와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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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ter 2:25. You were like sheep that had
lost their waκ but now you have been
brought back to follow the Shepherd and
Keeper of your souls.

For You to Do
• Have you taken the above steps?

If not，will you now?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ple-
tion of lesson five.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t ，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six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lesson，WE'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ficate.

May Cod richly bless you!

베드로전셔 2: 25.너회가 전에는웹같이 길을 잃
었더니 이제는 너회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돌
아왔느니라.

과제 4.
• 당신은 위에서 말한 단계대로 하셨습니까 ?

만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렵니
까?

제 5권을 마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답안
지를받는즉시 채점하여 6권과함께 보내 드리겠
습니다.이강조}를6권까지 마치시연 당신은 훌륭
한수료증을 받으실 것입니다.하나님의 넘치는 축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5



메모 메모

※땀지를 따로 떼어 국제성경흰학뾰 보내 주십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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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충대한힐문 5
답안지

과제 l
@알맞은 말을 골라 0표 하십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어디로갑
니까? 철굴L-진울

�하나님이계획하신구원올받아들이지 않는사랍은
어디로갑니까 ? 천국， 지옥

• ‘죽음의잠’이란무엇의 임시상태를 말합니까 ?
영혼， 육체

학생기업란

교번
과제 2

@제 2장에서 공부한모든 성경구절에서 당신의 본향
집에서 원하지 않는것이나경험하지 않기를바라는
것은그 옆에 ‘아니오’라고 쓰십시요.그리고 무엇
영든지 당신이 원하는것은그성경구절옆에 ‘예’라
고쓰십시요.

소주
’

천 국

�하나님과함찌거함
요한복음 14: 2.내아버지
집에 거할곳이많도다…내
가 너회를 위하여 *표를예
비하러가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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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국

요한채시록 21: 3.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랍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회
와함께 거하시리니 저회는
하나님의백성이되고.

�영훤하고완천한행복
요한계시록 21: 10.11.1‘
18.거룩한성 하나님
의영광이있으매그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고
..，그성은 네모가반듯하여
장팡이같은써…그성곽
은 벽옥으로쌓였고 그성은
정금인데 밝은 유리 같더라.

요한계시록 22: 5. 다시
빔이 없겠고…주 하나님이
저회에게 비취심이라 저회
가세세토록왕노릇 하리로
다.

요한계시록 21: 3.4.하나
님은친히저회와 함께 계
셔서모든운물을 그 눈에
서 씻기시매 다시사망이 없
고 애통허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픈 것이 다시있지
아니하리니.

천 국

요한욕옴 14: 1.3.너회는
마음헤 근심하지 말라..，내
가 다시 와서 너회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곳에 너회
도있게하리라.

허브리셔 12: 22，·23.그러
나너회가이른 곳은 시온
산과실아계신하나님의도
성인 하늘의 예루잘햄과 천
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장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만민
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과쩨 3

@ 당신을 구원하기위해 예수님올 보내신 하나님께 감
사드리십시요.당신의 7t족••친구 중에 지옥을 향하
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요.당
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며 구세주앞으로인도할수있
도록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요.

과제 4
@당신은위에서 말한단계대로하셨습니까?

만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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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I·U· II1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중대한 질문”에관하여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 학생기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 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학생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디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n 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요.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 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 잘라 같이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1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띠낌때- [ill[ill띠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압 736 -7180
국제성경통신학교





KOREAN EVOIOO
Questions of Life



Dear Friend，
Congratulations!
You have completed all but this last

lesson of our course entitled，“The Great
Questions of Life." Youare to be commended
for your diligence and your determination to
finish this course. Assoon as you have done
this lesson，we will mail an attractive course
certificate to you

Noκ may we ask you to do us a favor?
We would like to have your personal
testimony. Please write on the inside of the
back cover what these lessonshave meant to
you. It will be a source of joy to us to know
that you have received help from them.

For your convenience we are enclosing
another enrollment form. If you have not
already done so，enroll now in your next
course. We will write to you right away so that
your progress will not be delayed.

Don't forget to give us the names and
addresses of your friends who might be
interested in one of our courses. Your friends
also will be blessed by these studies.

Ithas been a real joy to have you as a
student in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stitute. We trust that you will continue to
study with us. Please let us hear from you

The Director

First EditIOn 1985

© 1984 All RIghts Reserved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st，tute ，Brusselι Belgium

D/1984/2145/145 불허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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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친구들에게
이제 당신은 ‘생의중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과정

에서 마지막 제 6권을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이과정
을 마치기 위한 당신의 성실합과굳은 결심은칭창받기
에 충분합니다.이 6권올 마치는즉시 당신에게수료중
올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한7때부탁을 드리파합니다.당신의 개

인적 간증을 받고 싶습니다.이 통신강좌전 과정을 통
하여 당신이 느끼신 H까있으면 이 책자의 표지 안쪽
에 있는 ‘간중란’에적어서 답안지와같이 보내 주십
시요.당신이 이 책을 통하여 도움올 a업It:f는사실을
우리가알때， 그것은우리들의 큰기쁨의 원천이 될것
입니다.
이과정외에도 당신이 동록하여 공부할수 있는과정

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약당신께서 아직둥록하시
지 않았다연 지금 마지막 6권을 공부용}시면서다음 과
정을 둥록하십시요.저회가 당신의 의견을 받는 즉시
다음 과정에 둥록하여 당신 공부에 지연됨이 없도록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신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당신의 친구들의
이릅과주소를 보내 주시는 것올 잊지 마십시요. 당신
의 친구들 역시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받으
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당신이 국제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것

올기쁘게생각합니다.계속하여당신이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되리라 믿으며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

다.

顧훌훌 국제성경통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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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es ，and operate schools and
orphanages.

The leaders of the national church or
denomination help the local churches with
their problemι as the apostles did in Bible
times.

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웅을 주고 있습니다.

Acts 15:6，23，41. The apostles and the elders
met together to consider this question ....
They sent the following letter.. .. He went
through Syria and Cilicia，strengthening the
churches.

Different denominations have been
form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the right form of worship ，the best
form of church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certain parts of the Bible.
However，many denominations agree on the
most important points，and they cooperate
in work and worship.

사도행천 15: 6.23.41.사도와장로들。10j 일을 의
논하러모여…그편에편지를부쳐이르되 ...수리아
와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 서로 다른 교파들이 생긴 원인은 올바른예배의
식이나가장바람직한 형태의 교회 조직，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들에서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업니
다.그러나 많은 교파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에서 일치
하며 예배와하나님의 일에서 서로협력하고 있습니다.

Church Buildings
A building set apart as God’shouse ，

where His people meet with Him，is also
called a church. Whether it is a beautiful
temple or a humble little chapel is not
importan t.What really matters is God's
presence there.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따로 세워진 건물，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모이는 곳을 교회라 부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든지 혹은 작고 초라한 예배당
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가장중요한
것은 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계시느냐의 문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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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00
• Underline the one right answer for

each question.
• When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γ what kind of church was He
talking about?
a. A national organization
b. A body of true believers who

would recognize Christ as their
Head

c. A temple

과제 I
@각 질문에 대하여 옳은 답을 찾아 밑줄을 그으
십시요.

•예수님께서 “나의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란 어떤 종
류의 교회입니까?

a. 국가적단체
b. 그리스도를그들의 머리로인정하는선자를
의모임

c. 성전

• What word did Jesus use for
"church?"
a. "Ekklesia" which means "called

out ones"
b. “Disciples ，'’meaning “learners or

followers"
c. “Templum ，'’ which means

"temple"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말로 사용하셨 습니
까?
a. “부름받은사람뜰”이란뜻의 “에크레시아”
b. “배우는 자:’또는“따르는자”라는 뜻의“디
사이플스”

c. “성전”이라는뜻의“템프럼”

• What kind of church would you like
to belong to?
a. One that believes the Bible and

obeys it
b. One that doubts the Bible’5

Inspi ration
c. One that makes social work its

chief aim

• 당신은 어떤 교회에 속하시기를원하십니까 .)
a.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b. 성경이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의섬하는
교회

c. 교회의 주요 목적이 사회 사업에 있다고 믿
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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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The Church

God and for Him.
• The Church tells the
about Jesus.
• The Church teaches
• The Church meets to God.
• The Church cares for its
and provides for their growth.

PART 3

WHY BELONG
TO A CHURCH?

Because You Need the Church
God has placed people in the church to

help you and teach you. In this way He
meets your spiritual needs.

• j ~phesians 4，:~1，12•.!ie app~inted ~ome t~
~ be ... evangelists，others to be pastors and

~ teachers. He did this to prepare all God's「케-I people for the work of Christian service，to
I I I build up the body of Christ.

You should not join a church with the
idea of getting it to help you with money，
food，or other material needs; but as you put
God first in your life，He will see that all your
needs are met.

과제 2
•빈칸을채우십시요
•교회는 하나님을 하며 하니님을 위해

니다 .
•교회는 예수념에 관하여 합니다

•교회는 의 ----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할려고 모이는 곳
입니다.

‘•교회는 을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돕습니다.

제3 장

왜교회에
속하여야합니까?

당신에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

일군을 두고 계십니다.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
의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4: 11.l2.그가혹은사도로， 혹은 선지자
로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
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몽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리스도의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당신이 돈이나 양식혹은 다른 물질적 도웅을바라고
교회에 나가시연 안됩니다.오직 당신의생활해하나
님을 첫째로모시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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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Church Needs You
Every part of the body has its work to do.

There is work for you as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By itself，a finger is not useful.
It must join with the hand to become useful.
Likewise，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hurch and let God use you to help others.

챔5 Romans 12:4，6. We have many parts in the
one bodι and all these parts have different
functions .... Sowe are to use our different
gifts in accordance with the grace that Cod
has given us

Because You Can Serve God
Better in the Church

When you are baptized in water and
join a church ，this is a good testimony to
others as well as an act of obedience and
dedication to God.

You serve God also by giving to His
cause. You can do this best through a
church. It administers the money carefully，
paying the expenses for taking the gospel to
the local community and to many other
places. Because someone gave，you heard
the gospel.Because you give，others hear

-.-.-- and are saved.

Irfl' 'Ill{tJ깨 2Corinthians 9:6，7. Remember this: the man뻐빼 W써때ho얘때p미la히뻐빠n따1π懶t
~/II川때II，뻐IPm ，깨M뻐iff the one who plants many seeds will have a
때fl'f1/때f large crop. Each one should give，then，as he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몸의각지체는저마다각기해야할일이 있습니다
당신은그리스도의몸의지체로서해야할 일이 있습
니다.한개의손가락은혼자서어떤 것에도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다른 손가락들과 함께 손으로 사용됨으
로써 무엇인가 해 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신도교
회에서 당신이 설자리를 찾아내고 다른사람을돕눈일
에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요.

로마셔 12: 4.6. 우리가 한옴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
나모든지체가같은직분을가진것이아니니 ...우리
에게주신 은혜대로 받은은사가 각각 다르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수있습니다.

당신이물로침례(세례)를받고교회에나간다는 것
은 다른사람흙 l게좋은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님께 대한순종과 헌신이 됩니다.

당신은 또한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며 하나
님을섭기게 됩니다.당신의 이러한 것들은교회를 통
하여가장잘하실수있습니다.교회는이 헌금올 신
중히 관리하여 지방이나다른여러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사용합니다.누군가가 헌금하여 당신이복된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것처럼 당신도 헌금을 통하여 다른 사
랍에게 복음을 전하고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련도후셔 9: 6.7. 이것이 곧적게심는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자는 많이거둔다하는 말이로다 각
각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억지로
하지 말찌니하나님은 즐겨 내는자를 사링하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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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s Strategy and Weapons
Our defense is to stay in touch with our

Commander in Chief，the Lord JesusChrist.
Our main weapons are prayer，faith，and the
Word of God. The Holy Spirit，who is
stron뽕 r than Satan，gives us the strength and
power to defeat him

繼 Ephesians 6:10，11. Build up )'Our strength in
union with the Lord，and by means of his
mighty power. Put on all the armor that God
gives you，so that you will stand up against
the Devil's evil cricks.

The Victory of the Church
Through the ages persecution has

purified the Church and made it grow. The
Holy Spirit has sent waves of revival to
deliver her from sin and false teachings. We
may have to suffer now，but soon the war
will be over. Satan will be defeated，and the

4‘ Church will reign forever with Christ.輔顧빼던M뻐a따뼈tt예뻐빼tt뻐빠뼈h뻐뼈le빼뻐e뻐뼈w베빼1≪’*‘evend따ea뼈th w씨씨i시II내eve겐rb야e able to 0α‘veriπrcoαomei“t..
.- Romans 8:37. In all these things we have

complete victory through him who loved us!

교회의전략과무기
우리의 방어는 대장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접촉하여 예수그리스도 안에있는 것입니다.우리
의 주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그리고 기도입
니다.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성령께서 사닫을 물리
칠 수 있는 강한힘을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때소셔 6: IO.H. 종말로너회가주안에서와그힘
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
기위뼈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의숭리

오랜 핍빅을 통하여서 교회는 정제되고 성장하게 되
었습니다.성령께서 사탄의 죄와거짓된가르챔 II서 교
회를구하시려 부홍의 은혜를 계속내려 주셨슐니다.우
리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올지라도 곧싸웅은 끝이 납
니다 사탄은패배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함께
영원히 권좌에 있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6: 18.내가.，.내교회를세우리니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셔 8: 37.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우리가녁녁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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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Part in ItAll
In this war every Christian is a soldier.

2 Timothy 2:3. Takeyour part in suffering，as
a loyal soldier of Christ.
Revelation 2:10. Do not be afraid....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ife.

뺑聲
For You to Do

• Had you accepted Jesus as your
Saviour b~fore starting to study
this course?
• Or since you began studying it?__
• Will you accept Him now? _

Congratulations on having finished
this course! We have enjoyed having you
as our studen t.Ifyou have not already
enrolled for your next course，we hope
that you will do it now.

Please print 'yOur name below as you
want it on your certificate.

Name

당신의 역할
사탄과의 싸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군병
입니다.

디모떼후셔 2: 3.네가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올 받을찌니.

요한계시록 2: 10.네가 장차 받을고난을 두려워 말
라...네가죽도록충성하라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연
류관올네게주리라.

과제 4
• 당신은 이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을구주
로영접하였습니까?

• 혹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올영
접하였습니」까?

•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렵니까 ?
축하합니다!
당신은본과정의 공부를모두마치셨습니다.우

리는 당신을 본 통신학교의 학생으로 맞은 것을다
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직 다음 과
정의 공부헤 퉁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동록하십
시오. 아래에 수료증을 받게 될 당신의 이름올 적
으십시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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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하며그를위해--

합니다.
올가르칩니다.
할려고모이는

간층란
저회는 당신이 이 공부를하시는동안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여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이
과정을다마치셨습니다. 저희는 이 공부가 당신
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당신에게 특별
한도웅이되었습니까?

@빈칸을채우십시요 .
•교회는하나님을-

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관하여
•교회는 의
.교회는하나님을
곳입니다.

•교회는
성장을돕습니다.

을돌보며그들의

과제 3
@물음에답하십시요.
•당신은지역교회에 속하여 있습니까?
•속해 있다면，교회이름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예배드리기 위해 다른 교인들과 규칙적으로
모입니까?

•당신이 살고있는 곳의 좋은 지역교회 주소를 알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써 당신은 다른그리스도인과 함
께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과제 4
@당신은 이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혹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올 영접
하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렵니까 ?

당신의이름

7- A.T J二

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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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I·ll·ill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7찌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중대한 질문”에 관하여 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 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 마치선 분에 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n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연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을깨끗이 써서 점선대로잘라같이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l 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IT]낌[ill-머g끄며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앙 736-7180
국제성겸통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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