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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1.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God (Jesus) loves you.

Sir,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갓 (지져스) 러브즈 유>

<썰, 두 유 빌리브 인 지져스 크라이스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12. 당신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God is love. (almighty.)

Do you think you are the sinner?

<갓 이즈 러브 (올마이티)>

<두 유 씽크 유 아 더 씨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13. 우리는 죄인입니다.

God have created a human.

We are sinners.

<갓 헤브 크리에이티드 어 휴먼>

<위 아 씨너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4.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God have created this world.

Heaven is really good place.

<갓 헤브 크리에이티드 디스 월드>

<헤븐 이즈 뤼얼리 굿 플레이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 지옥은 정말 나쁜 곳입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Hell is really bad place.

<지져스 이즈 더 썬 오브 갓>

<헬 이즈 뤼얼리 베드 플레이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 천국은 실제하며,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Heaven is so real and so holy place.

<유 아 더 썬 오브 갓>

<헤븐 이즈 쏘 뤼얼 앤 쏘 홀리 플레이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17.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Jesus is so good.

Jesus paid wages of your sin.

<지져스 이즈 쏘 굿>

<지져스 페이드 웻쥐스 오브 유어 씬>

하나님(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18.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구원받으세요.

You will live forever in Heaven.

Believe in God (Jesus), and be saved.

<유 윌 리브 포에버 인 헤븐>

<빌리브 인 갓 (지져스) 앤 비 쎄이브드>
19.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I will pray for you.

If you meet Jesus, you will live wonderful life.

<아이 윌 프뤠이 포 유>

<이프 유 믿트 지져스 유 윌 리브 원더풀
라이프>

20.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10.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Everyone will be judged once in front of God,

없습니다.

and the sinner will go to Hell.

There is no one without sins in this world.

<에브리완 윌 비 져쥐드 완스 인 푸론트 오브

<데어 이즈 노완 위드아웃 씬즈 인 디스 월드>

갓, 앤 더 씨너 윌 고우 투 헬>

21. 하나님께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27.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God said ‘Wages of sin is death’.

가시렵니까?

<갓 쎄드 웻쥐스 오브 씬 이즈 데쓰>

Will you go to Hell with your sin or go to
Heaven by believing in Jesus who died for

2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your sins?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윌 유 고우 투 헬 위드 유어 씬 오어 고우 투

보내셨습니다.

헤븐 바이 빌리뷩 인 지져스 후 다이드 포 유어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sent His only

씬즈>

Son Jesus to us for our sins.
<갓 러브즈 어스 쏘 머취 댓 히 쎈트 히즈 온니
썬 지져스 투 어스 포 아우어 씬즈>

28.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God is going to make you His child.

23.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갓 이즈 고잉 투 메이크 유 히즈 촤일드>

수 있습니다.
Only the blood of Jesus can wash our sins.

29. 당신이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온니 더 블러드 오브 지져스 캔 와쉬 아우어

용서하실 것입니다.

씬즈>

If you confess your guilt, He is going to
forgive you.

24.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이프 유 컨풰스 유어 귈트 히 이즈 고잉 투
포기브 유>

Jesus died on the cross in your place and
resurrected in three days.

30. 이제 매 주일 마다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지져스 다이드 온 더 크로스 인 유어 플레이스

신앙생활을 하십시요, 그리고 매일 매일 성경을

앤 뤠져렉티드 인 쓰리 데이즈>

읽고 기도 하십시요.
Please go to a church near your home every

25.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Sunday, read the Bible and pray to God every

믿으면 죄를 용서 받고 구원을 얻을 수

day.

있습니다.

<플리즈 고우 투 어 춰취 니어 유어 홈 에브리

If you believe in Jesus who died for you, you

썬데이 리드 더 바이블 앤 프뤠이 투 갓 에브리

can be saved.

데이>

<이프 유 빌리브 인 지져스 후 다이드 포 유,
유 캔 비 쎄이브드>

3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26.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겠습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Will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Savior?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윌 유 리씨브 지져스 크라이스트 애즈 유어

<포 갓 쏘 러브드 더 월드 댓 히 게이브 히즈

로드 앤 쎄이뷔어>

원 앤 온니 썬 댓 후에버 빌리브즈 인 힘 쉘 낫
페리쉬 벗 헤브 이터널 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