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과  –  구원의 확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I.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는가? 

(1)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사야 59: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왜 실패하는가? 

(에베소서 2:8-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가? 

(베드로전서 3:1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구원의 방법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대신 죽으심) + 당신의 믿음 + 회개  =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이 (      )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셨는가?  _____Yes      _____No 

 

당신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했는가 (믿음, 회개)?  _____Yes        _____No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2) 잠깐⋯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____Yes     _____No 

 

(3)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 하셨는가? (요한복음 10: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며 의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I. 당신의 반응 

당신은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______Yes        _____No 

 

당신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_____Yes     _____No 

 

결과 :  _____나는 구원 받았다.      ____나는 구원 받지 못했다. 

           _____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IV.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___________이며,  

                  이전 것은 ___________, 새 것이 된다.  (고린도후서 5:17) 

 

구원 받았다면 변화될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는가? 

____내적 평안      _____죄에 대한 인식      ____죄악을 이기는 능력 

 

____하나님의 사랑을 느낌      ____성경 읽기를 원함   

 

____죄 용서함 받았다는 평안 

 

____더 좋아진 삶의 태도와 몸가짐      ____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 

 

 

V. 만약 당신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 받은 것인가? 

(요한일서 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I. 다음의 “ 영적 출생 증명서” 를 기쁜 마음으로 작성해보자.  

 

____(년) ____(월) ____(일) 에 나는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주님이 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 . 

 

VII. 성경구절 암송. 

 

VIII.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2) 

 

IX. 당신이 이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될 때 당신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된다.! 첫째로 당신은 이 기쁜 소식을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다섯 명에게 이야기하라. 매주 이 다섯 

명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위대한 소식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