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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선택 -CL21

지 시 서

당심이 1 - 4 과의 연구를 완성했을때 당신온 이소책자 “1-

4 과툴 위한 요구 ”항에 있는 질운에 기꺼이 대답한다.

당선의 답은 답지위에 지시된 것이다.

l 항.

당신이 5 - 8 과를 완성했을때 당신은 이 소책자 두벤째 항에

있는 “5 - 8과를 위한 요구 ”에 있는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게

될것이다. 이항율 위한 당신의 답을 지시하기 위해서 답지 2，2
항율 사용하라.

당선온 각 학생보고서 답지를 물마치자마자 그것율 IC I 교사
에게 되몰려 보내세요. 이 질문소책자는 돌려 보내지 말고 간

직하세요.

당신의 답지의 맨처옴에 있는 예를 공옥L하라. 이들 보기는 당

신에게 각 질운에 선택한 답융 기륙하는 법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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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81/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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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항

학생보고서

1-4 과를 위한 요구

답지위에 있는 원의 곁에 언호로 확인되는 모든 철문은 이 소

책자에 있는 질문의 번호와 똑같은 것이다.

옳음 혹은 툴립

다옴 진슐은 옳음 혹은 을립 아 다. 만일 진술이

옳음 - 원 @ 를 검게 하라.

툴릴 - 원 <£) 를 검게 하라.

l 하나닙온 우리의 활웅은 알지만 우리의 생각은 모른다.

2 사랍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는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사랍들은 대푸품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다.

4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도착한 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설

계에 들어강다.

5 우리는 우리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것을 기

대할 수 없다.

6 대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7 고-냥은 우리의 믿옵이 성장하는 것율 도울 수 있다.



4 하나님의 계획-당신의 선택 -CL21

다항식 선택형 문제

아래 각 언호가 불여진 항옥온 하나의 정 답을 가진다. 당신이

융바르다고 생각하는 답율 골라라. 당신의 답지위에 당신이 선

택 한 답과 같은 품자를 포함한 원율 검게 �하라.

8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생한 기훈은 우리가 누구와 같게 되

는 것일까?

a) 예수님의 제자들

b) 예수그리스도

c) 우리가 감탄하는 영척사람들

9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달랐다는 사실

온 우손 원리툴 설명하는가?

a) 지식 b) 다양성 c) 기준

10 사도바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올 보여주는가?

a) 살수는 하나님의 설계를따르는것율 풀기능하게 암들지 않는다.

b) 결코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하나님율 기쁘게 할수 있다.

c) 실수했던 사랍율 위 한 소망윤 거의 없다.

11 우리는 무엇울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가?

a)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순종함으로써

b)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도확 원하는 것율 발견함으로써

c)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뭇율 설영 함으로써

12 예수님은 그의 떠가심이 제자들에게 무엇때문에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알씀하셨나?

a) 다른 신자들이 그들율 뎌욱뎌 존경하게 될것이기 때문

b) 그들은 즉시 설교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품

c)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올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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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는 무엇때문에 하나님께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아는가?

a)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운

b) 우리는 그를 창는데 신실하기 때문

c)그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올 것이기 때문

14 로마서 12 : 1 - 2은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a) 온전하게 연화받아야 한다.

b) 행할것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c) 다른 신자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

15 우리는 무엇때품에 하나님의 기대를 이행할 수 있는가?

a)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운

b)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

c) 우리의 힘이 이행올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

16 예례 0]아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배웠던 영척교훈은 무엇인가?

a) 실왜가 있율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일을 멈춘다.

b) 실수는 하나님의 은총올 제한할 수 없다.

c) 하나님의 은총은 실패를 극복한다.

17 하나님은 무엇때문에 우리의 믿옴울 시험하는가?

a) 그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

b) 우리가그률얼마나많이 신뢰하는지 알필요가있기 때문

c) 우리가 외적 지지에 의종하고 있는지그는 알기를 원하기 때문

18 예수닙온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용에직연하

게 했는가?

a) 그들의 실패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해서

b) 하나님을 전척A로 의촌하는 것율 배올 필요가 있기 때품

c)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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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가 우리의 사악한 인간본성과 갈둥을 경험할때， 이것옹

우리 가 무엇때문에 하나닙을 기뽀게 하려고 하고 있옴율 보

여 주는가?

a) 우리의 육신운 세상이 제안하는 것올 갈망하기 때문

b)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랍을올 마워하기 때푼

c) 육과 영운 서로 대 립하기 때품.

일반적인 질문

1 - 4 과

다옴의 각 질문에 대한 답이 만일

예 - 원 @를 겁게 하라.

아니오 - 원 @툴 검게 하라.

20 당선은 1-4 과를 초심스렵게 읽었는가?

21 당신온 1-2 과에 있는 “당신융 위한 공푸하기 (과제 )"

의 모든 항올 완성했는가?

22 당신온 3-4 과에 있는 “당신율 위한 공푸하기 (과제 )"

의 요든 항을 완성했는가?

23 각 과의 마지막에 있는 답으로 “당신율 위한 공후하기(과

제 )"에서 당신이 제시한 답율 대조해 보았는가?

24 만일 당신이 각과 목척들이 제안한 것을 할 수 있다연，그것

들율 복습했는가?

‘1-4 과를 위 한 요구 ”는 끝났다. 옥L다 여기셔 멈추고 당

신의 학생보고서 답지 l 융 당신의 교사에게 보내길 바란다.

5과 연구안내에서 당신의 공#를 계속하라.



"-b~

t콤농휴극용l。융{。궐눔괄l。갑극{。를11210I。릉품-IyL

"1-:1~순~-곱lκ110[근농릉j'Ct1k>Thfb110k김l口공f\-b{!!1-"

"{-:1 ~f몽+-~용운릉뚫(?c~ε-P:Tb
}￥fb110용앨극r‘[10"공flnlι~l。릉{o\0f\-b1!!1-극동y[김r9

"{-:1~+--&[}홉릉갑흉효Tb를f깅-&-[0f\-b{!!1-극[2농f

"{-:1~+-.f훌둠lκllo[2농~{￥울릉흠{~극￥gl~ro긍f\-b{!!1-f:

"{-:I월{z~YIκ{!!1-용옹{긴를

lt~\0[2송{-:I I학남l~\0[2농k“!'tllo-{b동y[2r"긍f\-b{!!1-Z

"-b월1능1!:"-b업l。울1!:"{!!1- ~Tν{ιt걷닝r“!'tllo-{b효격7b!r"긍(?c~I

"t려!!1-Iκ갑를@많-F클를
"t려우lκ~를®F농몽롱

l。롱~i'Hb"1-:1[。 몸를긍놓용뽕긍흥~용h

f를를긍훌릉풍

"-bI。암긍율눔fδ호P.10유~곡%
l에dξyI。긍걷는홉긍효극.납Tb홉돌호품If。흩IoF농ltl~8

-l:-~ThIt를1zrg-(j

~yIT"百힘1흥

f흥ZI~y

ι월(;l~kZR~Y궐-1(;1::>



종10(:>-t:-T￥(q궐r~ι(tl
~-IιTh~극-b홉40f월~l。홈It훈lκlk>논」r궁I뇨논Iotlt'

{눈{￥.jzfbllolfd는묻o~극늘효효lr룡~-I~융품!'dVtf3ttl-/~Z1

융륙10f3ttt-l~(J
옳융10릉-Ir효lr(q

τ용10룡폼1Y글-1-:1 (tl
6-1ι극~K-I~~lκ110

l걷농{월lblk>~lit'lor묻ofε{￥ro~-I훌옵룡~궐r룡f3ttt-l~II

폼뻐lιlol?t-tlr ttlo.jz~lr-P-t극t;f(J

폼}φld~~냉rf:f릎kf.[r10l호월ltJllof근농극동후보r(q
용linIι홉{ι룡Ih-lft{￥&극붙-I~~lκ늘-1ft룡극f<:!-i-(tl

6-1ι극~~~f걷응k>!?t를납Ii<'움1In~곰극t걷농01

w돌ol'!!-b lι룡갑극-I~올공lr-lιlin-i?>f:1-Iιt걷농(J
w묻지5""~f:1l써Y륨10효yf걷r룡흉Iof걷검，-(q

w묻당홉륨~fyl\.g놓lit'울동-I~{흥품릎f<:!농은~-I~묻r(tl

6tt~
-Io{3llκ-I~1r올f'rllo-!b~lit'10f3ttt-I~W돌τ{호룡%곰극f<:!농6

1Y~10효yf<:! r~11o광남릎f<:!-b-(J

fyl\.gltJllolr극-I~~Iκj，k>fyIf。홉~roka-Iιt걷농(q
효범tolι용Iof걷농(tl

6tt~곰

룡다w농10Kt흥lκt송~곰궁f3ttt-I~k>~lla극돕ta-lft를t걷농g

'-/려~Iκf}룡1%10홉궁흩tzr홉~k킹W10Iν
율lloltlr홉lord김'-b~lo~~Iott-l~뀐I\.gltJIf。폼홉k

I~Y곰옳럼다!vi'훌{그

IZ1J-lfaiVIo~읍-밟ItL10f!、f-\-I!?-g



1"0극-I~f'L휴릉압극{그뿜fB~촉흥농tof\-h-l~극t걷농(J
1"0극늘뻐릉농tof\-h-I~1。뿜lκ품극-br~월(q

ro극농kR룡용~τIr-lι를+즙-In-홉륨"R> -Iι[a농(ti

6-1ι극도!O효lr홉-jy1r

휴-&-1ιw묻o.f.H~.~룡~눔{ι[a농긍압극-I~눔는릉~ly91

운f�(J

f\τ(q

[a응(ti
6-1ι극뿜kR릉홉

윷공Fo-l~웅릉~눔극T적?[ar~늘fn룡8:9fd걷:Rl~91

0+:1t。곱냉.1"0toi'l-11t:tof\-h-l~ 돌Iudφ긍f�llt:{￥(::>

0+::1m-Iι용륨홉올눔

[lolw과Fε감Th10끌올김1f。긍릉몸-jy극-I~.jz [r걷!o~ε~(q

°-j-::Im~를110용6￥-&f�
I~곱올llo~Iι~+-1훌lκ펴[Ll~~궁릉f\-h-l~긍율-jy(ti

6-{ι극순t。
후r릉~곰lκ110I걷농극-jy1r10~f�{￥lb110Iι~농tof\+[10tl

lι-{r캄(::>

흩{￥l'�Thl'�륨I/1fH디10l'�r(q

Iwllt:{늠흉[10~{￥(ti

6-{ι극{우[eto릉l'�극+:1곰Fo-톱lκ홉folκ
110I근농룡냥lit:tor올웅{ιr긍l'�l。뼈홉품{ιl걷농r+:1Tν
1/1보;걷iτhεTk-~릉냥lit:tor[κ[10I걷농옹웅극f-ylIiLf\-h-I~f:l

6i~0Ib'fyZ휴~Y불-10τ3



•-{김-1-2- IκfL를(q)F농-동1110
•{-.:!-1-2- IκfL흘®F농-Ito

륙과[0f.，홉lI:1110릉공~{z10뭉f:1

{π8-9

몸륭iO~f읍re

~극t려그lι룡f，-b1-2-~~흘IvIll'If이1'210(J

갑곡1-2-~rHofbko룡옴Iof，-b-l-2- {￥t송룡휴'L(q

~극-1-2-~흩-{do{￥lI:1110-1ιTb~릎-IJJ룡I=l;.['i' foldQ(I?

6-1ιTb~
눔극113옮Tb~ε급lι-&-1ι{￥lb110~극-I-2-~흥농1of，-b-l-2- 61

불효n:;--느흉br를lκ~극-I-2-{z ~vτf:1-1-2-강륨롭 {ιt걷농(J
물동°1-2-1'l ι흩흘Ir극n:;~~Iκ홉{。룡~-Iy극fπtofb110ft;!10(q

놓동n:;-+~l￥lbhOf융유Hy많Klr-lι룡.foY(I?

ιh양리;;k>-톱lκ110l<!농릉릉fb
fold。광lb110ft;!I口돌효n:;~홉릉%농{ι{김농극{νlμf，-b-l-2- 81

110곱{φlι늘효동

Ir홉τ~-I-2- br-bk늘곰k룡륙극{요k'lll'f늠감옹{ιt걷농(J
110곰ltD

|ι업{ιI~-Iι~~룡홉f?yIofbko긍tvlr{￥lbllo~-{yltalo(q
110-공ltDIι~~홉~loIκ용극-{v1fThlbllo~1Vft;!10(I?

6-b홉1월[r순k>-곱lκ110l<!
농룡월1v-klw긍arr~훈110II걷10110공1tD~놈극{γIVtf，-b1-2-LI

121:)-힘l�toG--f':，- 냥IlLto~-b-l우OJ



or러f?-[�l.fK-[.!휴Il><훈릉~-br-t:- 11을
{그:lJ1κllo1Y1!rtoTν{김0-b홉{口픔If?-f-kf농를1욱운to~-brt。긍Iν
읍Il'clo0-b훈{R즙fh구I~룡남lκl서y1!rIJItoTν{료를6lr륜i

h'K흉Rγ-/:@toT}율l그윤0-b감릎효“보r강Th~를-br8-S"

ι{ι극뼈흥눔공Iν~h'1l><냥lι휴릉릉갑

r‘륨-bf6+.:r호룡뚱홉-{bIl'cl。릉Fε눔to1터Z[0Tνf김륙품tz

l，{ι극앓『εfl:1-br 윤원~IYll'cloTν읍h'llo.f'~“lι{f?-괄
운월{융릉Iν율"Klr{ι릉홉극f6llotaIdOlto-br-tz긍Iν홉&Z

~{ι극~~f능릉.f'~긍E

k“(Il'c-br )Iι{f?-츄운궐냥릉Iν읍"극f6llo-br8-L긍Iν윤ZZ

l.{ι극~~f능릉월금E

to“(ll'c-br )Iι{f?-괄운월남룡Iν~"극f6If야-zr 9-9공Iν휴IZ

ι{ι극j:H~IκF농y뮤"'F를{-zr8-9긍Iν4김OZ

II월6I~""~Y~1!l~Y생-161:)



램c굳윤1톨텀3"vl근E

<lr댄zzz움frr-t::돌윷룡k>
흐89명~yjy논l앤승곰HJ~yIy롭늘롱~y

만1흥iY울읍fyI~Y논[]]디E마〕

�-s-ly~공lb?l돌τp꽂fol/<do
를kfo휴￥:，om-{ιτF곰-{YroIrro{l:，

�용I~Y초Ih百굳~초H려0

10만벌[구울률뭄I~Y논
롤lyjQ덤며1흥





알고 싶으십니까 �..

•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인생계획을 찾고 싶읍니

까?

• 다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
는지 일고 싶읍니까?

•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횟에 따라 삶을 설계하
시겠읍니까?

• 미래를 확신과 자신감므로 맞이 하시겠읍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낚의 져|획-당신의선택은 특별
히 당신을 위한 젝입니다. 이책은 당신이 하나낚을

발견하고 딩신의 생활에서 어떻게 충만하며 하나님

의 계획을 직접알도복 밤씀해 주는 실질적인책으로

딩신을 도움 것입니다.

이책은 흥미로운 자습서 빙-식으로쉬게 배울수 있
읍니다 객의 지시사향을 따라 하시며 지시하는

곳에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요.

~‘ 이 ur 二L는 학슴의 단겨|간 표시하는 것임f fJfJ、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띤은 각 6 괴정낸~)으로 쉰 3단원묘 나뉘어져 있유니다
\ ... 1 하나낚의 계획-녕선의서액은 단왼 2 의、~j >111 까성 엮니 다. 적천힌 순서에 따마
~ 공부힘으보유익띤이 있유것임니다.

여러분은 이과정을 수요증을 얻기 위해 자급서보
하시든지 개인적으 Ji 그라스도인으도시의 성장을 위
해사 사용하섣수도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