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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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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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