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행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면 우리는 아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또한 감탄한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루터란 학교에 다니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도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여기 작은 성경 사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20개의 중요한 단어를 배울 수 있다.
이 작은 책자를 늘 가지고 다니면 좋다.
그리고 이 책자를 더 많이 가져가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주면 아주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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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Verbal inspiration
“Breathing into.” The Holy Spirit breathed all the
words of the Bible into its writers. Therefore, the Bible
is God’s Word, without any errors.

2 Peter 1:21—For prophecy never had its origin in the
human will, but prophets, though huma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감동感動/축자영감逐字靈感
“숨을 불어넣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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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The moral Law is God’s unchangeable will for how people are
to live, rules of right and wrong. God wrote His Law in our
hearts and in the Bible. The Ten Commandments are a
summary of God’s Law. The Law shows us our sins (against
Him and against other people) and our need for a Savior.
Matthew 22:37-39—“‘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율법 律法
도덕법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하는지, 옳고 그름에 대한
규칙이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성경에 기록하셨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준다.
마태복음 22장 37절~39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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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pel
The Gospel is the “good news” that God loved all the
lost people in our world and sent His Son to save
them from sin and death. Jesus lived a perfect life,
paid for our sins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to give us eternal life in heaven.
John 3:16—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복음 福音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으며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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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is the breaking of God’s Law, doing what He says
we shouldn’t do, or failing to do what He commands.
Human beings have sinful thoughts and sinful
desires. We speak sinful words and do sinful things.
1 John 3:4—“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죄罪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생각과 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악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요한일서 3장 4절 -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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