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I 10 과

당신의

새로운

자

‘，:뻐l ‘l뻐삐삐뻐빼|빼빼l빠j빼oIIIl빼뻐삐삐뻐뼈뻐빼삐빼빼’빼III빼빼|빼삐삐삐”삐삐삐빼l삐뼈 m__ 삐삐삐!‘

홍 빼부활내용‘죄악으로 부터의 자유‘공포로 부터의 자유

걷 i 과싫로 부터의 자유

훌‘모세의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

훌‘염려로 부터의 자유

옳‘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훌‘미래에 있어서의 자유 톰

훌‘당신의 자유를 보존하십시요 $
‘ξ diP. 8 '1m.-.� y

시-도 비-울은 허�냐념의 자너들이 갖는 영광스렌 지-유에 대한 글

을 썼읍니다. 주녕엎으로 가면 칼 수록당신은그가주신 이 높리-

운 자유플 깎사하고 깜걸 수 있올 것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넙께서는 죄와 최값의 행펜과 죄의 능력으→로 부터 당신을

자우「스릭 l게 하기 위해서 졸아가셨윤니다.

ζ 9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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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κ펠@
‘죄악 :이l수년은 당신의 ..J:'픈잔붓쥔- 마- 딘-딩-하셨유니다.‘헝벤 :냉-신이지은 죄로 말끼염아 망신은-하나닝께 사-생선고를

만았유니다. 그러나 당신의 최룹 념-당하시고섬지가 위이1셔 돌아

가셨띤 이l수념을 구세주 i~ 1까이 E띤으꼬서 덩-신-~:사행 싼고 j료부

더 자유-스릭1게 되섣 수 있윤니 마.‘최익능럭 :에수년은 사단몫 정복하시고 l강신윤 지매하던 죄의

능-펴을끼l트려 머리셨융니나.

『그러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헤 'u-되고 ....J)(로마서6: 22)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섯이나의꽉냐 하성을 얻었음이나 ’

바.JI(로nl-시 6: 7)

『이와걷이 너희도 죄에 대헤아는 죽은자요 그러스도 에수

얀이1시 하니-낸윤대하여뉴 산자로 예;살찌어마.J)(로마서6:11)
『그러n 로 이제 그러스도 예수 안이l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씌힌이 없냐 νL!IC호마서R : 1)

‘III 씨뻐뻐M 뻐뻐 l빼씨 빼뼈 U 씨삐삐삐 川때삐삐 II빼 l씨|빼빼빼l’IIImlll~뻐뻐U뻐|씨1111I뼈삐m뻐11I1빼빼뻐씨빼 111111빼매삐!빼 III뻐III"'"
E 르

톨 당신이 할 일 훌

은 벤 l의 능 으로부

위해서 어멍게 해야 한니까? (짚은것에 o표) 혈

( )1.에수념을 당신의 쭈세 주:후망이�드럽-으로써 훌

( ) 2. 용서 암기 위해 윤세울 지킴으혹써 j

l ) 3. 지금부부L폐터 션을 행하기 로 결심 함즈으L로써 훌

‘죄에의 우「휴 ;에떤 사람들은 그윤이 에수녕윤 구세주로 밭아

드런 그- 순간서 1 그들의 냐쁜 송관으로 우더 즉시 노여 남융 받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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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그러냐어띤 사랑들은냐쁜습판이 난아있어 이릎끊끼 위해

투쟁하는것올볼수있읍니다. 이퍼한사람들은계속하여 기도하

며 믿기얀 하띤 하냐넙께선 그들을 반￡시 승려로 이끌어 주설
것업니다.

『그러으로아들이 너회를.자유케하연 너회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JJ(요한복옴 8: 36)
『그런즉너회는 하냐넙께 순복 할쩌어다 마귀를 대척하라

그리하면 너회를 꾀하리라JJ(야고보서 4: 7)
아직까지 당신의 나쁜 습관과 투쟁하고 있마연 중간에서 포기

치 마성시요.마귀가 당신을 시험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밍옴으로 주장하섭시요.자유를 주신 주념을 찬양하섭시요.그리

하면 당신은 유혹 하는 차，와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업니마.
’

‘양때메”삐삐삐뻐뼈뻐 a 뼈뻐빼 l뻐 lau 삐삐삐삐 DIIIIII삐삐삐삐삐삐11I11I11II111삐 11111111111*’Imll~ 삐삐삐삐，11I111111I1111빼 AlllWtrm 깨삐삐 ItIII~

당심이 합일
2)요한복음8: 36. 야고보서4:7 을 암기 하성시요.
3) 하나닝체셔는마귀에 대해서어앵게 말씀하고 계생니

까? (옳은것에 0표)
( )1.당신이마귀를애척하연달아날것이라고
( ) 2. 당신이마귀를대척하변그가 당신올패배시킬것

이라고드
톰를
a
K
얻 -“a.…--‘y

죄의 결과와 존재

이제 당신은’당신주위에 있는 모든 죄와 그 최의 결과가 고통

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멜지 아니하여 당

신운 영광스렵게도 영완한 칩에 들어칼 것이며 죄와 죄의 결과룹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엽니다.
IfI.I HII’해-‘-빼11111111181 뻐 lilt뻐’뼈 lal 삐삐빼 11111I11:1빼11IIII11삐삐빼빼!뻐 1UIIIIIIIIII 빼 IN l1\

a 당심이 할 일 g
4) 맞는것에0표 하성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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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스도를 맏올 애 어떻게 휩나가?

( ) 1. 시험 당하는 것으로 부터의 자유

( ) 2. 생죄함으로 부터의 자유

( ) 3. 씌의 오는 결파로 」츄터의자유

훌 ( ) 4 죄의 능력 으로 부터 의 자유

( ) 5. 완천히 po]플 짓지 않는 자유

§ ( ) 6 뇌로 인한 형멜로 부터의 자유

)"뻐_.II".UUWI 뻐Il!I8뻐IIIIIIIII1D‘w’‘-빼 WI뼈m빼뼈빼뻐IIU111W1I1llUIl에_II‘삐.11_lIl’_I‘”

를
률
를
률
톨
i
i
s
s
‘
를
a
a
g
�

공포로 부터의 자유

마른 사합들이 당신에게 무엇올 행하던 당신은 두려워 할 관요

가 없읍니다.당신의 생에는 하나념의 보호하섞 아래 곧 “하나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피하게”하여주시기 찌1운입니다.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히-여고난을 딸게 되고 섬지어는 죽게 될지 알 수

‘없읍니다.

이해 주넙께서는 매순간 당신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강 수 있는 힘을 주잘 것입니다.

『만일하냐닝이 우리를 위하시띤 누가 우리릎

오J](로마서8:3 1)
이 세상의 아떤것 보마 크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당신

올 보호하고 채시묘로 당신이 보호받기 위해 굿，마법， 주운(il}f，

文).부적，물한극릇 떼 놓고 닙1는 것둥 그 외의 어먼 것둡도 이

용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실상 이렌 것들은 당신을 도울 아무렌 험도 없읍니마. 01렌
것들에 의지하으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업니다. 당신이

의지할 분윤 오직 한 분 하냐녕 뿐이성니다.

『헤냐넙께서천허 말씀하시기를 내가 괴연 너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괴연 너희플 r더냐지 아니하리라 그러표로 우리가

당대허 가로꾀-주는 나릎 돕는 자시니 내가 우서워 아니 하

어려운

하리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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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쩨 하리요~(히13: 5.6)

『자녀들아 너회는 하나녕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

니 이제 너회 안에 게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L다크심이

라~(요한1서 4: 4)
a.삐삐-빼뻐--삐에뼈.빼 ω베빼빼_111111 빼|삐빼쩨삐삐빼11III111111빼에”빼뻐I. 빼II삐”“.'"

a 당심이 힐 일 률

훌 5) 공포로 부터 자유륜 얻는 가장 좋은 망뱅은?C맞는것에 홍
0표) 톨

( ) 1. 강한 마력올 사용 하는것 를
( ) 2. 우당에게 가는 것 -

( ) 3. 불상에게 절하는 것

( ) 4. 예수 그려스도률 믿는것--빼. 11I • __

과일로부터의 자유

사단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수도헤아렬 수 없는 사랑들올 자

빠트리고 있읍니다. 사단은 하늘나라에 가는 걸에 대해서 거짓

말로써 사함들에게 가르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넙어간 사랑들운 해냐 달，뻗，바위， 나무들에게 기도하며 꿈과

계시를 풍하여 진리를 찾오려고 합니다.

!E곰이냐 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지

성을 드렵니다. 이 모든 얼이 헛펀 것엄을 우리는 하냐닝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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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알 수 있융니다.하늘냐라에 가는 걸과 진리의 발견윤 요직

하냐닝의 말씀을 읽을 혜 발견하게 되기 혜운업니다. 하나닝의

딸씀-은우리가 뭇펀 걸로 들지 않게 인도해 줍니마.

『진리를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채유케 하리라J(요한복음 8
: 32)

/ii'-’__ IftHI빼삐삐m삐빼삐.삐’1lI1l1l삐삐IIllIIIlM빼빼‘’11I-

률 당심이 할 일

를 6) 우리는 어떻게 항으로써 우리가 뱅한 잘뭇A호부터 해

올 방될 수 있융니까? (옳윤것에 0표)
툴 ( ) 1.꿈속에 계시를 받음으로써

룰 ( ) 2. 도릎 닦음으로써

훌 ( ) 3. 고행함으로써 흩

훌 ( ) 4. 성경 밀-씀 가운데서 진리블 배움으로써 훌
‘S삐삐m빼 II빼빼 IMHmlll"，!빼빼삐삐삐II! 빼1III!1111II11II1Ii'빼빼빼1삐삐삐III빼IIllJllll빼all_ 빠-빼빼 111m1빼빼삐*

마음이1 냐요는 성경 구젤에서 당신응 하나냉께서 얼마나 강력

하게 어떠한 우상의 사용이나 어떠한 형때의 신을 불러내는 것도

금하시고 계신가를 깨닫게 될 것업니다.

『너를위하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여 .:E위로 하늘에 있

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냐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철하지 말며 그

것들�융섭기지 말라 냐 여호와 너의 하나닝은 진투하는 하

나녕인즉 냐를 u1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혹푸터 。}들에

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나와....!l(출애굽기20: 3-5)
『그아들이나 딸을 풀 가운데로 지나케 하는 자냐 복술자

냐 걸흉올 말하는 자냐 요솔을 하는 지-나무당이나 진안자냐

신정자나 박수냐 초혼차를 너희중에 용닙-하지말;::1- 무릇 이

ii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91께시 가즙δl 여기시나니 이련 카

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녕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시

쫓아 내시느니라.JJ(신영기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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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녕 윤 당신이 하냐녕 에 관한 진리 륭 깨닫기 ;션에.우싱-이나

거짓 신이나 유령같은것들에게 찰뭇 행했먼 모든 서약플로 부터

당신꼴 자유폼게 하여 풍니다. 왜냐하연 당신은 유일하신 참 하

나념의 보호아래 있는 자이으로 어혀한 유령이나 거짓신도 당신

-윤해할 수 없커 예운입니마. 당신운 이제 해 받-완까하는 오든

공포로 부터 완천히 자유롭케 되었읍니다.

앙신의 마음측에 거하시는 하나녕의 능력(성령)윤 당신올 피홉

히기를 원하는 어떠한 악령의 험보다 셔육- 강하 -"'J 시다.
‘rill 써Imm삐삐쩌IiIMII!빼IIIml빼빼’I!qll!l빼11IIII빼l 빼11111I.빼M빼뻐찌-빼빼뻐 _'_III 뼈--’~
협 당심이 할 일

I 7) 성경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말라 랬융니까? 두가지월‘

ι 택하십시요. (옳-완것에 。표)

훌 ( ) 1 우상숭배

( ) 2. 하나넙께 기도한

( ) 3. 안시일(추일)융 지커는것

( ) 4. 하나넙께 회케하고 믿음윷 가치는것

( ) 5. 어떤 형태의 귀신이먼 불러내는것.

때삐剛빼빼빼빼빼聊빠뻐뼈 m빼빼뻐--톨옐뼈聊빼 mIJ
모세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

구약시 대에 하나녕께서는 히브리 사랍들과 언약올 맺으졌읍니

斗.모세는 에퓨에서 히브리 만족용 인도해 내신후二 L-등�만의나리-

툴 다스리기 위한 모든 볍률과 규칙을 하나넙께로 부터 받았읍니

다.이 오세의 율법솜에는 제물， 거룩한 날들， 예배형식， 융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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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 규칙들에 대한 것까지 표함되어 있읍니마.

그런데 이 모세가하냐넙께로부터 밭윤종교적인 규례플은장

차 오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갖어마 주싶 구원에 대한 모헝
이었먼 것업니다.예수념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신

을 완천한 희생의 제물로써 상으셨읍니다. 예수냄윤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히브리인이든 아니든 예수녕

올 쿠세주로 모셔들이는 사랑들에게 새로운 언약흘;주셨우으로

우리 모든 인생운 요두 새로운 얻약인 i“신약”밑에살고 있는 것

업니다.
‘~s _.，‘11II_.....뻐_.--빠빼’_1_，←“-펀

당심이 할 일 를

8) 하냐닝의자녀들의영팡스러운 자유플윤 무엇엽니까?훌
(맞는것에0표) 훌

.( )1.악명으로부터의 자유 훌
( ) 2. 공포로부터의자유 훌

# ( ) 4 우리가시만의의무로부터의자유 녘
( ) 5. 모세융법으로부터의자유 톨

( ) 6. 우리가하고싶윤대로다하는자유 훌
_11_ 삐메m빼빼쩨l뻐11III삐빼11IIIII11I_"이뻐__ II삐.빼IIIIIIIIIIlIu’”삐l 삐---’_tJI

‘어땐사랑들은 보요일을 모세 율뱅이 요쿠하고 있는 거룩한 안
식얼룩 지켜야 펀다고 생각하고 있융니다.그러냐 예수냉께서 일

주얼의 첫째벤날에 죽음에서 캠펠하신 이후로부터 크리스찬윤윤

그리스도의 부활을i 기념하기 위하여 바로 그날(일요얼)에모이는

습관올 갖게 되었읍니다.

성경 시대에 들어온 이후 기독교인들은 얼요얼융 주념의 날 축

주얼이라고 불러오고 있융니다.이날 다른 얼둘윤 모두 제쳐놓고

교회에 가서 하냐념께 예배드리며 안식하는 시간A로 갖고 있읍

니마.히여튼 우리가 주일을 지컴운 준닝을 사랑하는 까닭에 지

키는 것이지 어떤 법칙에 의하여 행하는 것윤 아닙니마.



『子으l 암에 니}가 성랭에 감동<51여.]C요한계 시-깐 1 :10)
ll-시l의 쉰.\녀하에서사맘둡은 어떤 퓨정한 동물들운 먹�융 수기-

임였읍니냐. 그러냐 새로운 언약하에 있는 우리-들은이러한 제약

에 묶에 있-알3안요가 없윤니 다.우리는 하냐넙께서 모세의 융뱀

이천에 인간에게 주신 똑갇은 자유를 갖고 있옵-니다.

하냐념이 노아에게 말씁하시기를 너회 사합들은피릅 먹지 말파

고 하었유니다. 이것은 「신약시매」에도 되풀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기듣지 막�을-수가있-읍니마.

『쉬L콧 산동-룹은너회의 식풀이 원찌라 채소샅이 내가 이것

잔 다 너희에게 주노바.!lC창세기 9: 3)

『그러나 고기릎 그 생영 되는 피체 먹지

71' 9: 4)

『히냐닝이 지으신 오듣

딴 것이 없냐니 하나냄의

(디모페 전서 4 : 4~5)
『무풋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둥지 알고 먹으

�라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지-중

.!-co가 너회롤 청하에 너회가 가고지-하거든 너회 잎에 우엇이

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파J1C고한
도천서 10: 25~27)
『그퍼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철기냐 원삭이나 안식일-윤위

하여 누구든지 너회를 위하여 펑흔하지 웃하게 하라J1C끌호
새시 2: 16)

10.! >

딴것이니라.!lC창세

것이 선하애 긴사함 ~j 료 맏으먼 l냐

말씀피-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나 ~1'J1

률
I
설
르
휠
R
iF
톨

톨
a동
훌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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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당신이 할 일

홍

9)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O표하시요.
( )1.어떤 종류의 고기듣지 먹어라

( ) 2. 이렌 고기는 먹고 저렌 고기는 억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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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 ) 3 어떤 종류의 고기든지 먹지만라 훌
、-뻐빼UIlIIlI_11 삐삐lIII1빼때1lIIl_빠JlIlI때_.빼....뼈에-빼_1lIflI.111llll짜l’l 뼈&\I삐삐“-’
근심 걱정으로 부터의 자유

1강신의 하늘에 계신 아배치 는 당신-살사팡하시 며 당신이 곤깅

에 빠졌-융 예 돌보아 주심니다.

『너회는 염려릎 다 주께 맡겨 버리바 이는 저가 너희릎

권고 하성이니라.JJ(배도로천서5: 7)
『그러으로 염려하여-이드기를 우잇 -S- 먹-윤까 무엇쉰 nl-싶

까 무엇「융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회에게 ι 있어야 한 좋융

아시느니라 너회는 만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r히-리�그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회에게 며하시피라.HC마테복음 6: 31
~33)
빼 빼 뼈 빼 빼 빼

당신이 할일

10) 떼도로 선서 5장7켈융 암기하시요.

11) 당신은 우엇을 염려하시고 계엽니까? 기도로써 주닝

께 갖고 나요성시요.그렌다응 응당하여 주설것을 믿고 강사 g

하며 염려하지 마성시요. 훌

질벙으로 부터의 자유

위대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쿠가 되

/닙니다.그품은~당신융 사팡하며 당신 01 건강하시기를 섬히 원하

고 계/닙니다.예수닝은 이 세상에 계싶동안에 뱅자들의 명을 고

쳐 주셨던 것과 같이 지픔도 기도에 대한 응당으로써 사람들의

맹을 고치 주시고 계십니다. 딩-신은i녕들었읍니까? 죄릎 회개하

고 뱅을 고쳐 주시는 의사되신 예수념을 바라 보십시요. 그러고

당신 스스로의 믿음이 약할 예는 교회의 목사닝파 장로들�을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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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당신을 위하얘 기도하게 하성시요.그들이 하냐념께서 당

신을 고쳐 주시도록 안수 기도를 할 것업니다.그들운 혹 당신의

머리에 기름올i 바르고 기도 할 해도 있융니다. 이것윤 그들이

성령(기픔은성령올 상칭)의농력이 당신-올고쳐주싶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올 보여주는 증거업니다.

『명든.사랑에게 손율 얹윤즉 냐A리라.!Ie마가복음 16: 18) .

『너회중에 명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릎으로 기릎올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쩨니라 믿음의 기도는 형든자를 구원하려나 주께서 저릎 얼

으키시리라 흑시 죄를 볍하였잘지라도 사하성을 얻오리라』
(야고보서5: 14，15)

르돋::c

‘~_.d 링뻐-‘Wi _ _ a.뼈.-
$ 당심이 함 월 1도하거좋12) 당신윤 명냐음이 훨요하싱니까? I

옥사닝들이냐 장로닝플융 챙하여 당신융 위하여 기도하게 를

하성시요. 톨

미래에서의 자유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자유는 놀라운 것업니다.그리고 예수

념이 위대하신 해방자로서 그 소유펀바 백성을 위하여 이 땅위에

다시 오질 예에 당씩l윤 마갱내 하나념의 자녀들이 갖논 영광스러
운 자우「괄완천허 알게 될 것인니다.그푼은 당신의 육체플 자기

와 똑갈이 완천한 옴으로 변화시켜 주살 것이며 당신올 영원한

하늘 냐라의‘집으로인도해 주실 것업니다.결국 그리스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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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과 최의 결과들로 부터 이 세상을 완천히 자유롭게 하살 것

입니다.

『모든눈물-을그눈에서 씻기시매 마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

는것이냐곡하는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았지 아니하리니 처

음 것들야 다 지나갔음이러라J](요한계시록21: 4)
『그바라는 것운 ~l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

어 하나닝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J](로마

서 8: 21)
IIflt 빼빼 l삐삐 111I11II101川11I1lII01llmwn1ll!01lnll.IIIIU 빼!Gllnn 삐삐삐삐빼삐삐삐 l뼈씨삐뻐뻐”빼삐빼11I111애빼빠|빼뻐삐삐*‘、

훌 당심이 할 일

훌 13) 요한계록21장4철을 랜읽고 하냐닝께서이러한 말씀

융 주신 것에 대하여감사하심시다.

“mil 빼빼 nI뻐I1l1I1nlnlllJl에Il nDlllmunllnlllnl1l11ll11삐삐뼈삐삐삐 IIIU 빼삐삐삐삐빼 III삐II빼 영빼 III삐삐빼삐삐빼

당심의 자유롤 지키십시요.

에수넙께서 우리률 영원한 칩￡로 데리고 올라가싶 빼까지 우

리는 사탄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이세상에는 아직 최의 유

혹과 시험들이 있기 빼문업니다.그러나 우리는 철대로 하냐넙께

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께서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릅 주셨A니 그

러묘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을 메지z 말라J](칼라다

아서 5:1)
당신의 새로운 생애와자유가그러스도안에 있다는것융견코잊

지 마/십시요.새로운 생애와 자유는 당신이선하게 되려고노력하

는데 있지 아니하고당신얀에 그리스도를모시고있느냐 모시고있

치 않느나，또 만아드러느냐 받아윤이지 않으냐에 달려 있융-니

마.기독인의 생활은율뱀파규례를지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영

훤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당신안에 계시느냐”에있는것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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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파운 새 생명 즉 하나닝의 자녀로서

의 영광의 자유와 함께 영원한 생명-울 발견하셨읍니다. 딩-신윤

이제 세월이 가연 갈수록더욱더 이 생영과 자유를 누릴 수있을

것업니다.

『그렌즉 누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연 새로운 피조울이

라 이천 것은 지냐 갔￡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련도후

서 5: 17)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업자가에 짖-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오직 내 안에시 그라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냐를 사랑하사� 냐

를 위하여 자기 몽을 버리신 하나념의 아들을 믿는 띤음- 안

에서 사는 것이라~(칼라디아서 2: 20)
‘←삐삐삐삐삐삐~I빼 U 어버빼뼈삐삐삐삐빼삐삐 M 삐 IIII1UI매IIlmlll 배 111111111111111에께1빼 IInllmmlllll 삐삐삐삐삐삐삐삐 뼈 1111I11I11I삐펀

홉 당신이 할 일 톨

14) 기독교인의 생활윤 (맞는것에 0표)
률 ( ) 1.촬엽을 지키는데 있다.

( ) 2. 당신안에 있는 그려스도를 오시는 것

( ) 3. 션히여 지고자 당신이 노력하는 것
d

ξ삐삐삐III빼 rullU~ 뻐 111111I1씨뼈빼 삐삐삐삐 ~1I111씨M川川삐빼삐삐빠”삐삐삐삐삐빼빼”川”빼삐애 삐삐삐III빼11I111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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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모든 과목을 마치신데에 대하여 혹하를 드립니다.

이젠 당신이 6과부터 10과가운데 공부하라고 한 일들을 다 했는

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당신으l “학생 기록정”을 검사해야 하겠읍

니다. 당신의 “학생 기록장”을 6과부터 10과까지 빠트리지 말고

기입하여 본 학교로 우송하여 주십시요. 학교 주소는 책의 첫 메

이지에 써 있읍니다. 우표를 붙이실 때 알맞는 가격의 우표를 불

이십시요.

보내일 때는 이 책을 다 보내지 마시고 6과에서 10과까지의 “학

생 기록팡”만을 북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