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Friend，
We are so happy to have you as a student

in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Institute.
You are a part of a great student body
consisting of many thousands of people from
many countnes.

You have made excellent progress! Now，
in this fourth lesson，you are about to
discover how you can meet your greatest
need. May God bless you as you study.

As we have mentioned before，we will be
glad to send these lessons to any of your
friends. Just write their names and addresses
on the inside of the back cover. When we
receive this lesson booklet ，we will mail
lesson one of this course to them

The Oi/ector

Although we do not charge for these
lessons，there are expenses involved in
sending them to people. Some students like
to help with the expenses by sending an
offering. These offerings help us to make the
lessonsavailable to others. If it is possible for
you to do this，enclose your offering the next
time you write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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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된친구들에게
당신이 국제성경통신학교의 학생이된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세계 여러나라의 수십만명의 통

신학교 학생중의 한명 입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럽 우리는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이
책자를보내드리고자 합니다.책표지의 안쪽에 마련
된 ‘친구소개란’에당신 친구플의 이름과 주소를 적
어보내주십시요.그주소를받는즉시이과정의제 l
권을 그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회가 이 공과의 책값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링에거10J 책틀을 보내는데 많은 비용이 쓰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이런 비용에 쓸성금을보내옵니다. 이
성금플은 다른 사림에게 공과를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일 당신도 이렇게하시기원하신다면
다음면지를 보내실 때동봉하여 주십시요.

당신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이
네번째 공고에서는 당신이 가장필요로 히는것을어떻
게충족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게 됩니다.당신이
공부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顧훌훌 국제성경통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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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WHAT IS YOUR
GREATEST NEED?

Is Itfor Your Body or Soul?

탐신(ill|
..틀센흰훌켈~겹

건류훌션#격
어떻게||

째1창

당신이가장필요로하는것은
무엇인가?

육체를위한것업니까， 영혼을위한것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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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 who is lost in a desert or
jungle，or who is adrift on a raft in the ocean，
needs to be found and rescued. The starving
man needs food; the condemned prisoner
needs pardon. The person who has been
poisoned needs to be cured

Although these needs are vital，you have
an even greater one. Your body will die
some day，but your soul will either live on
in eternal joy or suffer forever the horrors
of death. So，life and health for your soul are
more important than the most urgent need
of your body.
Matthew 10:28.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God，who can kill both
body and soul in hell.

Your Greatest Need Is a Saviour
The Bible teaches us that man’s soul is

lost，starving，deathly sick，and condemned
to die. Man needs a Saviour to find，feed，
cure，and pardon him. A Saviour is your
greatest need，because you can’t save
yoursel f.

• Having Christian parents won’t save you.

• Being a church member won’t save you.

• Trying to be good won’t save you.

• Without a Saviour，you can’t be saved.

사믿L이나 정글에서 길을 잃고 혜메거나 망망대해에
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되어 구조받이야 살 수
있습니다.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유죄선
고를받아갇힌죄인에게는용서가펼요하며 병든사랍
에게는치화필요합니다.이러한것들도 생명에 필
요한 것들이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당신의 영혼은영원한기쁨가운데서 살게되

거나혹은 사망의 공포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거나 어느
한쪽에속할것입니다.그러므로당신영혼의 건강과
생명은 당신 육체의 필요보다 더욱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 28.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
하는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욕에 멸하시는자를 두려워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구세주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은 앓어버린 바 되었고，

굶주리며，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며，범죄함으로 사형
선고받았다고가르칩니다. 그러므로인간은그영혼을
찾아 먹여주고，치료해 주며 죄를 용서하여 줄 구세주
가 필요합니다.당신은 스스로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중요한 필요는 구세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이 구원받
는것은아닙니다 .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려 힘쓰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세주가 없이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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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00
• Which is more important ，the body
or the soul?

• I，(your name)
may have many needs ，but my greatest
need of all is a because
I can’t myself from sin and
death .

• If you have already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Saviour ，this lesson is still
very important for you. It tells how He
will help you day by day.

PART 2

HOW DOES JESUS MEET
YOUR GREATEST NEED?

Jesus Is the Saviour God Has Sent for You
God sent His Son to find，feed，and cure

your sick，starving soul that was lost in sin.
He became a man so that He could die in
your place and give you a pardon. His name
is Jesus，which means Saviour. Only He can
save you.

과제 l
• 당신에겐 영혼과 육체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
까?

• 나，(당신의이름) 는 필요한것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입니다.왜냐하면나는나자신을 죄와 사망에
서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이미 예수그리스도를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 공과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이 공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선을 날마
다도와주실 것인가를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째2장
당신이 가장필요로하는것올
예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된 병들고，굶주린 영혼

을 찾아 먹이고 치료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당
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그의 이름은 ‘예수’이며 이는 ‘구세
주’라는 뜻입니다.오직 예수님만이 당선을 구원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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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l'ize This

Acts 4:n. Salvation is to be found through
him alone; for there is no one else in all the
world，whose name God has given to men，
by whom we can be saved.

Jesus Shows You the Truth and the
Way

챙짧

Satan has blinded our minds with error
and unbelief. We have wandered away from
God and lost our way. The devil tries to
make LIS doubt God’s Word ，power ，
wisdom ，goodness，and love. Some people
even doubt that there is a God.

2 Corinllhians 4:4. They do not believe
because their minds have been kept in the
dark by the evil god of this world.

Satan deceives many people with false
religiom ，. Some pray to spirits or images.

Romans 1:23. They exchange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mort~1man，birds，animals，and reptiles.

Satan lies to us about what is good for
us and what is right or wrong. We go down
the wrong road looking for happiness and
find death instead.

Jesus，unlike Satan，came to find us and
lead us back to God，to happiness，and
eternal life. In Him and His teaching you will
learn the truth and be free from unbelief and
error.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사도행전 4 :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죄와 불신으로 가득채워 어둡
게 했습니다.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
여 왔습니다.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선하심
과그의말씀과능력，지혜를의심하게 하려고 애씁니
다.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의심
하게합니다.

고련도후서 4: 4.그중에이세상신이 믿지 아니하
는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흔F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 종교로유혹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꾀임에 빠져우상과 악령을숭배합니다

로마셔 1 : 23.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핑을썩
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십}으로바꾸었느
니라.

사단은 옳은 것과 그른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유
용한것에 대해거짓말을합니다 사단의 말을듣는사
람은 잘못된 길에 빠져 행복을 찾는 대신 사망을 찾게
됩니다.사단과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하나님의영
원한 삶과 참행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
니다.예수님과그의 가르침 안에서 당신은 죄와 불신
으로부터 지유롭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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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ze This

John 14:6. Jesus answered him: I am the
waι I am the truth，I am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luke 19: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John 8:12.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32. You will know the truth，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다음을 암송 하십시요.
요한복음 14: 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없느니라.
누가복음 19: 10.인자의온것은잃어버린자를찾아
구원하려함이니라.
요한복음 8 : 12.예수께서 또일러가라사대 나는 세
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
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 32.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회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원
하고 기꺼이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그
에게 보여 주십니다.성경을 읽고 D뿜을 열어 기도하
십시요.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거이따르
십시요.

요한복음 7 : 17.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1

얄리라
로마서 12: 2.너회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1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If anyone comes to God sincerely
wanting to know the truth and willing to
follow it，God will show it to him. Read the
Bible and pray with an open mind; be willing
to do what God wants.

John 7:17. Whoever is willing to do what
A를..r--、God wants will know.
웰l톨는-;"';.1Romans 12:2. Let God transform you
‘싸 펴 inwardly by a complete change of your mind
μ￠영 Then you will be able to know the will of
굶빼빼씨 God-what is good，and is pleasing to him，

and is perfec t.

For You to Do
• Answer with the word Satan or Jesus.

Who blinds us as to what is good?

과제 2
• 다음물음에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답하십시요.
누가 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눈을 가립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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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까 ?whatshowsWho is like?Godus

•누가 우리를 죄와 불신에서 자유롭게 해 줍니
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까 ?

Who frees us from error and unbelief?

Who makes us doubt God’sWord?

• 누가 인간을 거짓 종교로 이끌어갑니까 9Who leads men into false religions?

도기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합니다.제게 진리를 보여 주시고 어떤 옛가를 치
르더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용
소서.

Prayer
Thank You，God，for sending Your Son
Jesusto teach me the truth. Pleaseshow
me the truth and help me to follow it，
whatever it costs.

예수님께셔는 최로 인하여 죽을 심령을
살리십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것을배웠습니다. 이 세싱에서 가장 무서운 죄
악은하나님의 가장중요한명령에 순종치 않는것입니
다.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
니다.

Jesus Cures the Deadly Sin of Your
Heart

YOLIhave already learned that sin is
disobeyingGod’s orders.Sothe greatestsin
of all would be to disobey God’s most
important command，wouldn’t it?Jesustold
us which one this is.

마태복음 22: 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갇룹앤}하셨으니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둘
째는그와같으니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링하라 하
셨으니

9

Matthew 22:37-39. You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and with all
your soul，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l' and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The second most imortant
commandment is like it: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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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뚫斷흡 W싸e h뻐빼ave뽑a메배책調II채펴|갓펴:$rm빼oimportant com man띠d이me윈nt끼t“s. Selfishness，the
root of all sins，has filled our hearts and
smothered out love. We have repaid God’5
love with indifference and ingratitude. We
think much more of ourselves than we do
of God or of others. What sinners we are!
Out of our self-centered hearts come all the
troubles between individuals and nations.
We live in a sin-sick world.

2 Timothy 3:2-4. For men will be selfish，
greedy，boastful and conceited; they will be
insulting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and irreligious; they will be
unkind，merciless，slanderers，violent and
fierce; they will hate the good; they will be
treacherous，reckless and swollen with pride;
they will love pleasure rather than God

Jesus came to cure your so비 of the
deadly sin of selfishness and fill you with
God's love.

1 John 1:9，7. But if we confess our sins to
God，we can trust him，for he does what is

까;、 right-he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makeaι\\ us clean from all our wrongdoing. But if we
/쓰~ live in the light ... we have fellowship with
f 、‘씨 one another，and the blood of Jesus，hisSon，
씨L‘ 、!!!'.7makes us clean from all our sins.
~는르는즘 Romans 5:5.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means of the Holy Spirit.

우리 모두는하나님이 주신 가장중요한두 7t지계명
을 어겼습니다.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기심이 우리
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사랑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우
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관심과 배은망덕으로 보답했
습니다.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자신
만을 더욱생각합니다.우리가얼마나큰죄인인지요.I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죄악으로
병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 2-4. 사람들은자기를 사링하며 돈
을 사령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
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
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
우며 선한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링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속에 자리잡은 이기심이라
는나쁜죄악을내쫓고하나님의사랑을채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l서 1 : 7，9.저가 빛가운데 계신 것 겉이 우리
도 빛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사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자백하연 저는 미쁘시고 의
로우사우리 죄를사하시며 모든불의에서 우리를깨끗
케하실것이요.
로마서 5: 5.소%에 부끄럽게 。}녀함은 우리에게 주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헤부
은바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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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 Have you broken God ’s two greatest
commands?

• Read 2 Timothy 3:2-4 again and draw
a line under every sin mentioned there
that you have been guilty of at least
once in your life.

• Ask God to fill your heart with His
love.

Jesus Break‘the Power of Sin and Satan
Sin has weakened our will power until

we cannot do what we know we should do.蠻뽑 John 8::14.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of
Sin.
Roman!; 7:14，15，18. I am ... a slave to
sin ... f don’t do what I would like，but
instead J do what I hate. . . . For even though
the desire to do good α in me，I am not able

Jesusbreaks the chains of sin and delivers
from bad habits. He frees from bad temper ，
gambling ，cursing，immorality ，and addiction
to tobacco ，alcohol ，and drugs. He breaks
the power of evil spirits and Satan.

과제 3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중요한 계명 두 가
지를어겼습니까??

• 디모데후서 3:2-4 을 다시 읽으시고 열거된
죄중에서 당신이 단한번이라도범한죄가있다
연 그 밑에 줄을 그으십시요

•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그의 사랑을 채워주실것
을간구하십시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죄익이 우리의 의지력을 의E하게 하며 우리가 해야할

바를얄연서도행할수없게 합니다.

요한복음 8: 34.죄를 범하는자마다죄의 종이라
로마셔 7 : 14-15 ，18.우리가율법은 신령한줄알
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팔렸도다 나의 행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
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쁜 습관에서
놓여나게 하십니다.그는나쁜성질， 도박，저주，부도
덕함，술，담배，마약중독등온갖죄악된 것에서 자유
롭게해주십니다.그는악령과사탄의 권세를 물리치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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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Took Your Place - Secured Your
Pardon

God’s justice demands that sin be
punished by death. He loved you so much
that He let His Son die in your place. When
Jesusdied，it was as if you had died. Because
He rose again and went to heaven，so can
you.

I Peter 2:24. Christ himself carried our sins
on his body to the cross，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for righteousness.

Galatians 2:19，20. Sofar as the Law is
concerned，however，I am dead-killed by爛 the Law itselμ der that I might live fa
God. I have been put to death with Christ
on his cross，so tha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it is Christ who lives in me. This life that
I live now，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s life for me.

※다음을 암송하십시요
요한복음 8: 36.그러므로이들이 너회를자유케하면
너희가 참으로지유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산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그
러나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대신 죽게하셨습니다.예수님
께서 죽으심은 곧 당신의 죽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그
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당신도 그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 24.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
리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저가 채찍에 맞음으
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2:19-20. 내가율법으로 말미암아 율
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
니라.내가그리스도와함께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
런즉이제는내가산것이 아니요오직 내 안에 그리스
도께서 l사신것이라. 이제내가육체가운데사는것은
냐를사령하사나를위하여자기몸을버리신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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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accept jesus as your Saviour，
you acc<~pt His death as your death，and His
life as your life. In that very minute you
become a child of God. Sin once separated
you from God，but through jesus you have
pardon ，new life，and fellowship with God，
as if YOIJ had never sinned.

For You to Do
e Read pcl.ge 8 two more times.

e If you h21veany habits from which you
want Jesus to free you ，tell Him about
them in prayer and ask Him to deliver
you.

PART 3

IS JESUS YOUR
SAVIOUR?

ItIs Up to You to Decide
jes U!;is willing to be your Saviour，but

He won’t force you to accept Him.

Now Is the Time to Accept Him
If YOIJ haven’t yet accepted jesus as your

Saviour，do it now. Now is the best time.
later might be too late. Besides，you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죽음
을 당신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으로받아
들이게 됩니다.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죄가 하나님과 당신
을 떼어 놓았으나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
고 새생명을 얻어 죄를 범하지 않은 새사람으로하나님
과교제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제 4
e8페이지를 두번 더 읽으십시요.

•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나쁜습관이 있다면 기
도로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해 주
실것을간구하십시요.

체3장
예수님은당신의
구세주인가?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시과 하

십니다.그러나그는당신에게그를영접할 것을 강요
하시지않습니다.

그를영접할때가바로지금업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요.지금이 바로가장 적절한 때입니
다.이후에는너무늦습니다. 게다가당신은예수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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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 to enjoy every day possible of this
wonderful new life in Him. He is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today; let Him in.

Revelation3:20. Listen! I stand at the door
and knoc k.
Hebrews 3:15. If you hear God's voice
today，do not be stubborn.
2 Corinthians 6:2. Listen! This is the hour
to receive God’s favor，today is the day to
be saved.

For You to 00
Jesus is right there by you and can hear
your prayer. In your own words thank
Him for dying for your sins，and ask Him
to be your Saviour. If you have already
done this，thank Him for the ways in
which He meets your greatest need.

PART 4

WHAT ABOUT
YOUR OTHER NEEDS?

Your Father Cares for You
Matthew 6:31-33. So do not start worrying:
Where will my food come from? α mydrink?
or my clothes? Your Father in heaven knows

에 있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을 7t능한한 날마다 누리기
를 바랄 것입니다.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의 문
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문을 열어 예수님을|맞아들이
십샤요

요한계시록 3: 20.볼찌어다내가문밖에 서서 두드
리노니

히프라서 3 : 15. 오늘날 너회가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회 마음을 강팍케하지 말
라

고련도후서 6: 2.보라지금은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제 5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것
을 감사하고 당신의 구세주가되실 것을 간청하십
시요만약이미그렇게하셨다면당신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넘께 감사하십시
요.

쩨4창
당신에게필요한또다른
것들은무엇인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31-33. 그러므로염려하여 이라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업을까 하지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너희 천부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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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Instead，give
first place to his kingdom and to what he
requires .. and he will provide you with all
these other things.쩔뽑

Talk with God Every Day About Your Needs
Philippians 4:6. Don’t worry about
anything，but in all your prayers ask God for
what you need，always asking him with a
thankfui heart.

Jesus Will Be Your Healer
‘".He still heals the sick in answer to prayer.
•’II A...Acts 10:38. Jesus ... wentwf everywhere healIng
，"，Hebrews 13:8. Jesus Christ is the same
， ，- yesterday，today，and for ever.

For You to 00
Thank God for His care and ask His
help with any problem that you may
have.

Congratulations upon your
completion of lesson four.

As soon as we receive your lesson
bookle t，we will grade it and return it
to you along with lesson five.

Upon the completion of the sixth
lesson，we will send you a beautiful
certificate.

May Cod richly bless you!

모든 것이 너회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너회는
먼저그의나라와그의의를구하라. 그리하면이모든
것을 너회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한 것을 고하십시요.
벌립보서 4: 6.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에 기도와 간구로 너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도행전 10: 38.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기름붓듯하셨으매 저가두루다니시며 착한벨
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히브라서 13: 8.예수그리스도는어제나오늘이나영
원토록통일하시니라.

과제 6
하나님께 당신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당선

에게어떤문제가있다면기도로도움을 구하십시
요.
이 강좌의 제 4권을 마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

신의 답안지를 받는 즉시 채점하여 다음 공과와 함
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강조떨 6권까지 O~*)Al
면 당신은훌륭한수료증을받으실 것입니다.하나
님의 넙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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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메모

※답안지를 따로 떼어 국서l성경통신학교로 보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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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중대한질문 N
답안지

과제 l

학생기업란 @당신에겐 영혼과 육체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까 9

@나， (당신의이름)---는펼요한것이 많
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입니
다.왜냐하면나는나자신을죄와사냉에서→---
할수없기때문입니다.

@당선이 이미 예수그리스도를당신의 구세주로영접
했다면이 공과는당신에게매우중요합니다 이 공
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날마다 도와 주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번

주소 과제 2

@다음물음에 예수넘인지 사탄인지 답하십시요.

�누가 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눈을 가립니까 ?

•누가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까 ?

•누가우리를죄와불신에서 자유롭게 해줍니까 9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합니까 9

•누가 인간을 거짓 종교로 이끌어 갑니까 ?

17



과제 3
@당신은하나님이 주신가장중요한계명 두가지를
어겼습니까?

@ 디모데후서 3:2-4을 다시 읽고 열거된 죄 중에서
당신이 단한번이라도 범한 죄가 있다면 써보십시요.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그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요.

과제5

@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
십니다.당신의 죄를 위하여 고}죽으신 것을 감사
하고 당신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간청하십시요. 만
약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의 가장큰 필요를 채
워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시하십시요.

과제 4
과제 6

08페이지를 두번 더읽으십시요.
@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연 기도로
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해 주실것을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톨보아주심을 감사하고 당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도움을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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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장

본교과과정은 ].11· ill 단계로되어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I단계는 전체 6권으로 되어 있

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기 쉽게 쓴“생의 중대한 칠문”에 관하여 설명하
였습니다.제 I권에서 여러분이 써주신학생기입
란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교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본교학생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6권까지 공부를마치신 분에게는 아름
다운 수료증을 보내 드리며 동시에 다음 과정인
H단계 공과를 보내 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내용이 있으시띤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신 후 문제 답을 쓴 답안지와 공과 뒷면
의 친구 소개 란에 같이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의

주소 성명을 깨끗이 써서 점선대로 잘라 같이 동봉
하여 보내주시면 그분에게도 제 l 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공과책은 당선이 보관하십시요.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곳

IT]낌[ill-lliJ[ill[ill
서울서대문우체국
사서함 68호
앙 736 -7180
국제성경통신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