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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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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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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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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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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ζ- -λ」、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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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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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