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센스 퀴즈>
1. 한국의 통화단위는 원이고 일본은 엔이다.

스마일

33. 삼키지 않고 반드시 뱉어야 하는 약은?
34. 단체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35.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상은?

그렇다면 호주의 통화단위는?
2.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36.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은?

3. 이 세상에서 가장 더운 바다?

37.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는?

4.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38. 바닷가에서는 해도 되는 욕은?

5. 재수가 없는 게 좋은 사람은?

39.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6. 형이랑 아우랑 싸웠는데 사람들은 다 아우가 옳다고

19. 신사가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는가?

아우편만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하는가?
20.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7. 세상에서 가장 큰 파리는?
21. 도둑이 훔친 돈은?
8. 모래가 울 때 내는 소리는?
22.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9. 초코쿠키가 물에 빠지면?
23.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모두 66 권입니다.
10. 형을 좋아하는 동생을 세 글자로 하면?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 일까요?
11. 빵이 시골로 간 이유는?
2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자의 이름은?
12. 결석 많은 가수 '비'가 모처럼 출석한 날은?

40. ‘9 명의 자식’을 세 글자로 줄이면?
41. 먹고 살기 위하여 누구나 한 가지씩 꼭 배워야
하는 술은?
42.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43.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잠의 3 대 법칙>
1. 아인슈타인 법칙: 잠을 자면 시간이 빨리간다.
2 뉴턴의 관성 법칙: 한번 자면 계속 자고 싶다.

25. 병균 중에 제일 계급이 높은 병균은?

3. 도미노 법칙: 옆 사람이 자면 나도 자고 싶다.

26. 오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빛을 본 사람은?

<정답>

13. 어릴 때의 가수 '비'는?
14. 비와 내가 목장에서 소를 센다면?
27. 텔레토비가 가장 좋아하는 알파벳은?

1.호주머니 2.썰렁해 3.열바다(열받아) 4.자원봉사자 5.고 3 수험생
6.형편없는세상 7.프랑스 파리 8. 흙흙흙 9.촉촉한 초코칩 10.형광펜 11.소보로

15.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28.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16. 꽃집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29.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17.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다는?

12.비온날 13.아이비 14.비엔나 소세지 15.190,000(쉽구만) 16.시드니 17.사랑해
18.목욕탕 주인 19.신사임당 20.철들때 21.슬그머니 22.나이야가라 23.두글자(성경)
24.하나라도 알라 25.대장균 26.심봉사(심청이 아버지) 27.I(아이좋아)28.똑똑한여자

30. 운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18. 날마다 떼 돈 버는 사람은?
31.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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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황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절은?

29.누가바(누가봐) 30.교통경찰 31.무지개 32.안절부절 33.치약 34.이기적
35.물가인상 36.교사 37.고등어 38.해수욕 39.걱정거리 40.아이구(아이 9) 41.기술
42.선물 43.멕시코

2. 유죄판결

좀 더 심각한 면에서…

3. 스카이다이버

다음의 이야기는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 메시지의 중

한 결백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다가와서 살인죄를 지어 사형

점적인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시도

선교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낙하산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록 초청함니다..

그 다음날 재판장이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 결정해야 할 일이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있다고 말했습니다.

께서 그들의 생각과 욕심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확실

1. 운전사

“한 결백한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

스카이다이버들은 그들이 비행기 안에서 뛰어 내릴 때,

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운전사가 경찰관에게 결렸습니다. 그가 알기로는 그는

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른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좋은 운전사였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

하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관은 “내가 당신을 세운 것은 당신이 학교지역에서 80km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을 받아드리지 않는 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

5:1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로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처에는 이곳이 학교지역이

값으로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니까 20km로 운행해야 한다는 10개의 경고표지판이 있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스

습니다. 당신은 그 모두를 다 무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

스로 당신과 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 생명을 바치셨습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신이 자동차 고치는 기

니다. 그 운전사에게 10개의 경고표지판이 있었던 것처럼

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삼

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의 확실한 싸인을 성경에 주

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단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

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무엇인가를 훔쳤거나, 하나님의

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같다면

(로마서 5:8)”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후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권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셨을 때 저의 모
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

당신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결과로 당신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죄에 대한 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남은 평생 동안

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명령만 어겨도 죄를 범한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것이고 또 모든 명령 즉 간음과 살인한 죄까지도 다 어긴

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

것으로 간주하고 죄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들어 보시겠습니까?
“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것을 져버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음으로 당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됨.)(로마서 6:27 상반절)”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마
서 10:13)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열
망을 가집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10)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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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ORE SERIOUS NOTE...

2. The Convict

3. The Skydiver

The stories that follow capture the heart
of the Bible’s message in a fresh, new
way. You are invited to experience them
for yourself.

An innocent man approached a judge and
volunteered to be executed in the place of a
convicted murderer. The judge consented. The
next day the judge told the convict he had a
decision to make.

Skydivers demonstrate their belief in
their parachutes when they jump from the
plane.

1. The Driver
A driver was once stopped by a police
officer. He was a good driver and as far as
he knew he had done nothing wrong.
The police officer said, “I pulled you
over because you were going 60 through
a school zone. There were ten warning
signs that the speed limit was 15 and you
ignored them all.”

“An innocent man has been put to death in your
place. If you will accept his payment for your
crime, you are free to go. If you will not accept
his payment, you will be executed for your crime.
Which do you choos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as sinless but
voluntarily gave his life to pay the penalty for
your sins and mine. (God’s judgment for our sin
is death). Three days later he rose from the dead.


Just like the driver had ten warning
signs, God has given us ten clear warning
signs in the Bible. They are called the Ten
Commandments.
Have you ever told a lie, stolen
something or used God’s name as a
swear word? If you’re like me the answer
is ‘yes’.
Listen to what the Bible says: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James 2:10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by sending
Jesus to di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Romans 5:8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6:23b

As a result of Jesus’ death in your place, you
have two choices:
Receive both God’s pardon for your sins and
eternal life by repenting (sensing your sinfulness
and desiring to turn from it) and placing your
trust in the Lord Jesus. (Acts 20:21)

God is saying that by breaking one
Commandment we have sinned and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breaking all of
them, including adultery and murder.




Romans 6:23a

If the story ends here, there is no hope
for us…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God says,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Ezekiel 36:26

Just as entering a garage won’t make
you a mechanic, attending a church won’t
make you a Christian.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God’s
pardon for your sins and the gift of eternal
life, consider a prayer like this:
“Jesus, I believe you paid the penalty for
my sins when you died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I want to turn from my
sins and place my trust in you as my Lord.
I am willing to follow you the rest of my
life. Thank you for the gift of eternal life.
Amen.”


OR
Reject both God’s pardon for your sins and
eternal life by trusting in anyone or anything
other than Jesus to make you acceptable to God,
thus bearing the penalty for breaking God’s law
yourself.

God’s judgment for our sin is death.
(Banishment to hell because He will
not allow sin in His presence).

Followers of Jesus demonstrate their
belief in Him when God’s Spirit changes
their thoughts and desires.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of God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John 3:36

Knowing about Jesus doesn’t mean you believe
in Jesus…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ans 10:13
The desire of real followers of Jesus is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pleasing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and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Colossians 1: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ww.on-tract.com
Visit our website for:

This message in over 100 languages

The Bible’s answers to life’s questions

A 30-day email to help you follow Jesus

A video of this message
All resources are F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