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in the Life of

CHRIST

JESUS THE I L I 다시 살D fl.씬
RISEN LORDI V I 주님 예수
예수님이
jesus Comes Back to Li
fe • 예수님이
jesus Tells His Plan • 예수님은
Jesus Goes to Heaven
예수님이
jesus is Buried •

jesus Keeps His Prom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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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히시다
다시 사시다
그으|계획을 말씀해|다
하늘로 승천하시다

‘

JESUS IS BURIED
Nicodemus and Joseph of Arimathe a，reli밍ous
leaders who believed in Jesu s，got permission from
Pi
late to bury Jesus.
They knew He was dead because
just to be sure one of the soldiers had plunged a spear
into His side. They wrapped the body in graveclothe s，
put it into a new burial cave ，
and roll벼 a big stone over
the entrance. Nicodemus remembered Jesus' words:
that He must be 채fted up，" crucified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die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4-16.
Jesus' enemies remembered that He had sai d，
“
I win
be raised to life after three days." They got Pilate to
send some soldiers to guard the grave so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one to steal the body and say that
Jesus had rise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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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수님이몰혀시다
종교 지도자들이였던 아리마데 요쟁과 니고데모는예수념올 믿빼
습니다.벨라도에게서 예수닝을 안장할 허략을 받은겁니다.병정를
은 예수닝의 옆구리를 창으로 쩔러죽였습니다.아리마데 요생과
니고데모는 세마포로시신을 썼고또 새 무펌으로 옮겼습니다.그리
고큰돌로업구를막았습니다.니고데모는예수님의
말씀을기억했
던것이었습니다; 예수닝은 섭자가에 달리시고 또 들려야 훈 는{
것을
，

오세가 팡。t에서 뱅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놈
저를 믿는자 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성이니라.하냐님이
새상을 이처럽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성이니라.
요한혹옴 3: 14-16

‘

예수닝의 원수들도 그가 하신 말씀올 기억했습니다.즉，계71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벨라도는 군앵들올 보내어 우덤울
지키게 했습니다.그 이유는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훔쳐서 다λ
살아방}고 하는 거짓말을 악기 위해서였습니다.

For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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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예수닝을 장사지냈습니까?

2. Jesus had said that He would come back to
life after how many days?

2. 예수념윤 상얼만에 다시 사실것융 말씀용}셨나요?

3. Memorize what Jesus had
Nicodemus in John 3:14-16.

3.요한복음 3 : 14-16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념이 말씀

said

to

하신것을외우입시오.

..
JESUS COMES BACK TO LIFE

예수님이다시샤시다

Early Sunday morning ，
the third day after Jesus'
crucifixion，
He came back to life.

일요일 아침 얼쩍 예수님이 돌。}가신 삼일 후에 예수닝은 다시
사셨습니다.

As Sunday morning was dawning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the
tomb. Suddenly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an
angel of the Lo
rd came down from heaven ，
rolled
the stone away ，
and sat on it .... The guards were
so afraid that they trembled and became like dead
men.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가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위에 앉
았는데 그 형싱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회거늘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리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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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gel spoke to the women.
not be afraid ，" he
said. “
I know you are looking
for Jesus ，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been
raised ，
just as he said. Come
here and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Go quickly ，now ，
깨끼
and tell his disciples ，
‘
He has been raised from
death.' ... So the y--;•• ran to tell his disci 미es.
Suddenly Jesus met them and said ，
“
Peace be with
you." They came up to him ，
took hold of his
fee t，
뻐 d worshiped
him.
Matthew 28: 1-9.
“
You must

I

"{

Jesus showed Himself to His friends five times that
day. He could go through locked doors and appear or
disappear whenever He wanted to because He had a
changed. glorified body.
It was late that Sunday evening ，
and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behind locked doors ，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authorities.
Then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
Peace
be with you ，" he said.
John 20:19.
At first the disciples thought they were seeing a
ghos t.But after they touched Jesus' body and He ate
with them ，
they knew that He had really come back to
64/

천 A~7~ 여챔에게

일러 가돼 “너회
는 무서워 말라.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회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
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와서 그의
누우졌던 곳을 보라.!f.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v~
죽은자 가운데
서 살아나셨고 너회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외요리라 하라.보라 내가 너회에게
일렀느니라”하거늘그여자들이 무서움과큰 기쁨으효무덤올
빨리 떠나 제지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절 할새 예수째서 저회
를만나 71라사대，‘형안하뇨?댐}시거늘여자들이
나。까발을
불잡고경배하니
마태복음 28: 1-9.
예수님은 그날에 자신을 샤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섯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잠겨진 방에도 들어가시고，영광스련 옴으로 변형되
셨기 때문에 원하실 때는 나타나시기도，A 봐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하여 모인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째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너회에게평강이 있을지어다”하시니
요한복음 20: 19.

처음에 제지들은 유령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나중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먹고난 뒤에 그환 l 씨것을 알았습니
다.제자중 하나인 도마가 다른 제자와 함째 있지 않아서 의심했지

life. One of the disciples，
Thomas ，
was not with them at
the time and wouldn’
t believe what they said. The next
week when they were all together ，
Jesus suddenly sto여
there among them again.
He said to Thomas ，
“
Put your. finger here ，
and
look at my hands; then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 my side. Stop your doubting ，and
believe!" Thomas answered him，
“
My Lord and
my God!" Jesus said to him，
“Do
you believe because you see me?
How happy are those who believe
without seeing mel"
John 20:27-29.

These words of Jesus are especi외ly for us. We don’
t
have to see Him to believe that He actually rose from
the dead. For forty days He met with His disciples from
time to time and taught them. They wrote about it in
the Bible. Their enemies whipped them and put them in
jail for telling that Jesus was alive again. But they knew
that it was the truth. They would die before they would
say that it wasn't so. They were witnesses of Jesus'
resurrection.

만 다음주 모두함께 모였을 때 다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서 계셨습
니다

I

도 }에게 l럭되
네
손가락을내멀어 내 뿔네
손을 내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
가 되지말고 믿는자가 되랴"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째서 가라사대 ‘너는나
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하시니라.
요한복음 20: 27-29.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업니다.우리는 그가 죽음
에서 사신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사쇠일동안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
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제자들은 성경에서 이련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그의 척들은 제자들을 얘질도 하고 강뺀 l
도 가두었습니다.왜냐하연 예수님이 사셨다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
업니다.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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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4. On what day of the week did Jesus rise
again?

..

5. For how many days did Jesus show
Himself to His followers? .

과

제

4. 우슨 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까?

..................................................................
5. 며첼통안예수님은그자신을
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

⋯

6. What proof did He give them that He
wasn't just a spirit?

6. 예수님은 영만이 살아냐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 a) He told them to take His word for

... a) 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제자들얘게
말씀하셨음 •
..... b}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그의 옴을만지
게하셨음 .
.. c} 충거를 보이지 아니하싱.

... b) He ate with them and had them
touch His body .
. . c) He gave them no proof.
7. What did Thomas call Jesus?

위해 어떤 충거를 보이셨습니까?

7. 도마가 예수님융 무어라 불렀습니까?
.......................
，
.

JESUS TELLS HIS PLAN
Jesus’
plan was that every believer should be a
witness to tell others about Him.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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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n꿇하시다
예수님의 계획은 모든 믿는지들이 다른 사람 l]게 예수념에 대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
I have been 밍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Go ，
then ，
to 빼I peoples everywhere and
make them my disciple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
the Son ，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 them to 야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18-20.

예수째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권세를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뻐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회와 항상 함께 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욕음 28: 1820.

Jesus knew that His followers would fail unless they
ha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m to carry out
His plan. So He said: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없이 그의 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
을알고가라사대 ;

“
This

is what is written: the
Messiah must suffer and must
꺼se from death three days
later ，and in his name the
message about repentance 뻐 d
the forgiveness of sins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 You
are witnesses ... But you must
wait in the city until the power from above comes
down upon you."
Luke 24:4649.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안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항융 얻게 하는 회
개가예루햄으로부터
시작뼈 모든
족속에게 천파될 것이 기록 되었으니
너회는 이 모든 일의 충인이라.률지
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동낸 것을
너회에게 보내리니 너회는 위로부터
능력을 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욕음 24: 46-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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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or You to Do
8. Read five times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28: 18-20; Luke 24:46 -49.

8.예수념의 말씀마태복음 28 : 18-20과누가복음
24 : 46-49-을다섯벤 읽으십시A

9. In Jesus' plan ，
all of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to

9. 예수닝의 계획에서 그를 믿는 지들은

... a) form a political kingdom.
. . . . b) just enjoy salvation .
. . . . c) be Jesus' witnesses.
10. What did Jesus' followers need so they
could be His witnesses?
... a) Power of the Holy Spirit

... b) 구원만즐기는 것이다 .
......... c) 예수님의 충인이 되어야 한다.

10. 예수닝의 제자들이 예수념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것은?
.. " ..... a) 성령의 권능
... h) 정부의 허락

.. c) Good church buildings

... c) 훌륭한 교회 건물

Jesus said to them ，
...
“
When the Holy Spirit
∞mes upon you ，
you will be ftlled with power ，
뻐d
you will be witnesses for me in Jerusalem ，
in all of
Judea and Samari 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fter saying this，
he was taken up to heaven as
they watched him ，
and a cloud hid him from their
성ght

......... a) 정치적 황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 b) Government permission

JESUS GOES TO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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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닝이 하늘로 숭천하시다
예수닝쩨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에 두셨으니 너회의 알바 아니요.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
시연 너회가권능을받고예루질렘과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이 말씀을 마치
시고 저회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
지 않게 하더라.올라 가실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업은 두 사람이 저회 곁에 서서 가로되

They still had their eyes fIXed on the sky as he
went away ，when two men dressed in white
suddenly stood beside them and said ，
“
Galileans ，
why are you standing there looking up at the sky?
This Jesus ，
who was taken from you into heaven ，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that you saw him
go to heave n."
Acts 1:7-11.
As the disciples went back to Jerusalem to wait for
the Holy Spiriι they thought about what Jesus had told
them:

“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 ’
s hous e，
and I a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myself，
so that you will be where I am."
John 14:2-3.

‘갈렬리 사랑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회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예수는하늘로가싱을
본 그대로 요시리라 하였느니라.’
샤도뺑전 1:7-11.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돌어 왔을때 그들은 예수
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 했습니다.•

、씨'Ii.
ι

품합/논/

E결홉뚫;
‘넉르.J

‘내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내가 너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가노니 가서 너회를
위하여 처소를예비하연 내가다시 와서 너회
를 내게로 영정하여 냐 있는 곳에 너회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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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o Do
I I.
How did Jesus go to heaven?
... a) He was taken up bodily.
. . . b) He went in a space ship•
.. .. c) He just disappeaπd
12. What did Jesus· promise to do?
.. a) Wait for the disciples
.... b) Se
nd the Holy Spirit
.. c) Start ruling the world

JESUS KEEPS HIS PROMISES
Ten days after Jesus went to heaverι the Holy Spirit
came and ftlled the believers. From then on they had
power to tell others about Jesus. They were thrown in
jail and beaten but they kept on witnessing. They fled
from Jerusalem to save their lives，
but everywhere they
went they told the good news about the Savior. Jesus
has kept Hi
s promise. He still fills believers with the
Holy Spirit and gives them power to be His witnesses.
Jesus will keep His promise to come back again. We
expect Him to come very soon.

70/

화

n. 예수념온

찌

어떻찌 하늘로 훌라 가셨습니까?

.... a) 옴 그대로 율리워서 •
..... b) 공충의 비행기로‘
.. c) 그는샤~졌다.

12.
예수닝이 약속하신 갯은?
... a) 체자들애채 기다리라고하셨다 •
......... b) 성령융 보내신다고 하셨다.

⋯ c) 써상올 주판하기 시작하라고 하셨다.

예수념이 그의 빡을 지키시다
예수님이 숭천하신 열훌 후에 성령이 오거서 믿는자들융 충만하
게 하셨습니다.그때부터 제자들윤 다른 사랑들에게 예수성에 판해
말할 농력이 생겼습니다.그들은장육에도 갇히고 얘툴 맞기도 했지
만 충거하기률 쉬지 않았습니다.그들윤 목숭을 구하려고 예루살햄
에서 도망 나왔지만 그힌 가는콧아다 예수념에 관한복음을 션파
했습니다.예수닝은 약속을 이루성니다.그분은 여천히 멍는지에게
성령으호 채우시며 그를 천하는 2에게 권놓올 주십니다.혜수님은
다시 오λl 마라고 하신 약속도 지키설 것업니다.우리는 그가 곧
오설것올기대합니다.

The Lo
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Those who have died believing in Christ will rise
to life first; then we who are living at that time will
be gathered up along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
rd.
1 Thessalonians 4:16-17.
Are you ready if Jesus should come today? If you
like，
you may use this prayer: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해+님의 나활로 친히 하능로
쫓아 강렴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얼어나
고그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회와 함께 구홈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함께 었으리라.
대살로니가 천셔 4: 16-17.

예수님이 만약요늘오신다연 준비가되셨습니까?만약준 II]되지
않으셨다면 당선은 아래 기도운을 사용하십시￡

Pr
ayer

기

Jesus. I accept You as my Savior and the Lord
of my /따.
Please forgive all my sins.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Help me tell others about You
Whether I die or live until You come. take me to
live with You forever in Your home in heaven.

예수념，저는 오늘 당신율 구세주로 영접하며 당신이
내 삶에 주인이 되시걸 바랍니다.내 모든최를사혜 주시
고，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다른 사랍에게 예수，당신을
전하도륙도와주융소서.당선이 요설때 까지 내가상든지
죽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영훤한 집에 거하게 하융소서.
。}펜

확

13. Read five times 1 Thessalonians 4: 16-1\7.
Are you ready for Jesus to come?

..............................

-

캡

For You to Do

써선

.

당

Your Name

도

찌

13.데상로니가 전서 4 : 16-17을 5번 얽으십시요.
당신은 예수념야 다시 요실때 준비가 됐슐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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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How have these lessons helped you?

CONGRATULATIONS
You have noω completed Highlights in the
of Chris t.
We have enjoyed having you as a
student and hope that you ωill study many
more courses from International
Coπespondence Institute. God bless you as you put into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As soon as ωe
have checked your answers on all six lessons ，
ωe
ω떠
μ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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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이 교과가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 마쳤습니다.공부하시는 여러분들올
환영하며 국제성경통신학교를 통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
다.당신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실 생활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
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과를 채정하는대로 수료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생애

답안칩

..... b) 그 아기는 성령A 로 영태되었으니 마리아와
결혼하라-

과

제

I

아래에 적힌 3가지 당란 중가창 옳다고 생각하는란에
0표하 십시요.

1.
당신은 어느것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 a) 부

......... c) 마리아에 대해 잊어 버려라.

7.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업니까?

.. a) 행복
.. b) 건강
.. c)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b) 명성

과

... c) 나에게 영훤한 행복을 주시는 친구

2. 무슨 책에서 하나님은 구세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
까?

제

2

1.
번칸을 채우쇠시요 :
‘예수”의뭇은

3.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있으면 신，구약
합부업니까 혹은 쪽복음 성경 업니까?...

4.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태하셨습니까?

예수닝은세례

에 의해...............
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 하나닝째서는 “이는내 사랑하는 자요
...
하셨다.

5. 마리아의 사촌 이름은 무엇업니까?

2.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푼엇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 a) 로마 정부

6. 천사가 요생에게 이른 말은 무엇업니까?
.. a) 약혼을 파하라.

..... b) 가난과 재앙
.......

c) 그들의 죄

3. 이사야의 예언을암송하십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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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말이 ‘기릉부음을 받다”란뭇을 가지고 있습니

과

쩨

3

까?
1.
예수닝 앞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훌륭한 션지자는?

5. 어떻게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철 수 있습니까?
.... a) 많은 처방올 아셔서
... b) 약학을 공부하셔서

2. 모세 갇은 션지자는 누구입니까?

.....
c)주의영이꾀고첼수있도록기름부으
셔서

6.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우호척이었습니까?

a 누구의 법이 인간이 해야 할 것(행설)을다루고 있나
요?..

.. a) 아니요，그들은 다른 종교릎 가쳤으니까요 .
.. b) 예，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어요•

........
c)
아니요，그들은 죄인이였으니까요.

7. 예수념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셨습니까?

4. 누구의 법이 인간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루고 있나
요?..

5.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과

..
찾고싶습니까?
...
위의 기도를다섯번 해 보십시요.

‘

이다.

6.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정과 생각에 책임지게 하셨습니
까?
.... a) 아니요 아무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
할수없습니다 .
1

8. 부자는 훌흉한 선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b) 예，우리의 생각과 감정은행동을 유발시키

니까요.

9. 천국에 가는데 착한 행위가 꼭 필요합니까?
7. 사랑의 법 단원을 여러번 읽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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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을 앙송하싱시요.

2. 누가 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왜 둘빼 。}을은
집을떠녔습니까?

9. 아랫것들충에 예수닝이 하라고 하신 것들에 。표를
하십시오.

.. b) 박애정신을발휘하러

판단함

하나님 사량
.성냉

심판의 폭풍묶

... c) 자기 길을 가려고

홈챔

3 왜 집으로 톨아 왔습니까?

미워함
.용셔함
벙최함
.살인함

착한일함
원수를위해기도함
‘서로사랑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

10.

.... 8) 좋온 직장을 구하러

II 영원히 견댈

... 8) 돈올 더 요구하러
.. b) 아버지의 용서와 일거리를 구뻐

... c) 세상샤흩 이야기 하러

4. 누7~ 하나념외 용써가 필요합니까?

수 있는 삶은?

.. 8) 최지은 자는 누구나

8) 예수님의 가르칭에 순종하며 세운 자
b)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자

... b) 나쁜사람만

c) 자기 자신융 기쁘게 하려 하는 자

... c) 도시에 사는 사람만

5. 로마서 6: 23절올 암송하입시요.
화

재

4

6. 당선은 죄를 지었습니까?하나님의 용서가필요하십니
까?....

1.(

)를채우쇠시요

예수닝은자주(
말씀하시면서 (
흘가르쳐 주셨습니다.

7. 다음의 말을 외우십시오.
)를
)진리

‘하나념아버지，저는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
다.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강당치
못하겠나이다.’
둘째 이들의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로 만드싱시요.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닝은
당선을 영정하며 용서 하싱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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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느 누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습니까?당신이 용서하

4. 어느 제자가 예수념올 배반했습니까?

고 잊어버리도륙 하나님께 도움을 구융냄시요

9. 예수닝이 하신 말씀

‘너의
최 사항을 얻었느니라.
너의 멍음이 너를 구웬하였느니라 ;명안히 7~라”률
외우십시.요

5. 어느 총독이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까?

10.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빼시요 :예수님을사랑헨+는표시
롤어떻게할까요?

6. 총독은 무어라 말했습니까?
... a) 냐는 그가 최인엄올 알였다.
... b) 냐는 그를 정최할 아무것도 발견치 뭇했다 •

과

찌

5

... c) 사건올 문제상지 않았다.

7. 이사。벼 예언을 세번 읽으십시요
1.
누가 예수닝의 척이였나요?
... a) 명뱅한 사람들
... b) 종교 지도자들
... c) 로마 정부의 관원들

2. 세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 a) 하나님의 아들로서

... b) 최률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련양으혹서

8.
번칸에 당신의 이릎을 쓰십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톨。}가실때(

)의

최를 위해 돌아 가셨으며 (

)가

구원받고 영생융 소유하게 하시려고
)의

... c) 예언된 선지자로서
최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습니다.

3.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뜻대로 마융시고，。뻐지의
뭇대로 하융소셔.’률외우십시오
76/

화

쩨

7. 도마가 예수념율 무어라 훌랬습니까?

6

1.
누가 예수념올 장사지냈습니까?

8.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 : 18-20파 누가복음 2

.....................................................
‘

4: 46-49을 다섯번 읽으섭시.2..

9. 예수님의 계획애서 그흘 벌는 자들은
2. 예수님은 삼얼만에 다시 사실것융 말쏟용}셨나요?

... a) 정치척 왕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
... b) 구원만 즐기는 것이다 .
... c) 예수님의 충언이 되어야 한다.

3. 요한욕음 3: 14-16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념이 말쏟
하신것올외우쉽시 A
4. 무슨 날 예수님은 다시 샤셨슐니까?

10. 예수님의 제지들이 예수닝의 중인이 되기 위해 훨요
했던것은?
... a) 성령의 권능
... b) 정부의 허락

5. 며철동안예수닝은그자신을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

셨습니까 1.....

6. 예수념운 영만이 상。
N심이 아니라는 것올 나타내

... c) 훌륭한 교회 건물

n.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원}가셨습니까?
.. a) 몸 그대로 툴리워서 .

기 위해 어연 중거률 보이셨습니까?

... b) 공중의 비행기록

... a) 그의 말양이 이루어졌다고제자들에게
말양용}성.

... c) 그는사라졌다.

.. b)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의 옴을
만지게하심 .
... c) 충거률 보이지 아니하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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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 a)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다•

... b) 성령융 보내신다고 하셨다 •

이륨

.. c) 째싱을 주판하기 시작하라고

하셨다.

교번

13. 데상로니가 전서 4 : 16-17융 5번 읽으싱시.s...
당신은 예수닝이 다시 요실빼 준비가 웠습니까?
주소

※당얀을 작성하신후 따로 빼어 국제성경홍신학교로 보내주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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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 과정은
ll ，ill 단계로 되어 있으며 제
‘그리스도의생애’입니다.

n 단계

이 과정은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장
공부하시는 도중 의문나는 말씀이나 알고 싶은 성경 내용이
있으시연 연락하여 주십시요.그러면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교번과 주소를 기업해 주시고
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생애’전 과목을 공부하신후 교재 뒷 부분에 있는
당안지에 당란을 기재 하신후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국제성경통
신학교로 보내주십시요.공부를 마치신 분에게는 수료증과 m
단계 과정의 고째를 보내드립니다.

국제성경통신학교장

보내실콧
120-600
서울 서대문 우체국 사서힘 68 호
률 736-7180

국제성경톨신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