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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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IIIJ

Su erlng
rmgl"，，4"1.. 방뉴피

잉real Jain In Ha e.， )e
called out “ I am in
딩reat pain InthIS tire"

i.UtII，14i;lWJ1ll11- ;mmI
fiii ••iZiiI5MWaiUJ!BIIJ_
ne.，.，;there he will cry and
f.!W!I、，mm’IlII씨I

r:I'lt'ftmm，.;IIRlla m;.
they will be tormente
UEi1il뾰만피얀렌
mD'I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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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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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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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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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