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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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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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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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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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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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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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