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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 해 봅시다

저자의 말

당신은 하나닝의 계획이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이 있읍니까? 아마 당선은 새로운 신자이든지 아니

면 기독인이 된지 오래 되었는지도 모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

속해서 주님을 따를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이제 냐는 기-녁교인이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닝은 그것에 관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가 나로 하여금 하기를 윈하는 것을 발

견할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시작한 것인가? 어려움-과고

통이 올때 이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다는 것을 뜻
하는가? 이래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나닝은 나에게 그것

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윤 것인가? 하나낚이 드러낸 것에

냐는 어떻게 반응-해야한 것인가?"

이 과정은 당선이 위의 질문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도록 돕

기위해 고안되었읍니다. 당신이 매학과블 곰부함에 따라，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료게 위해 어떻게 택

할 수 있는가에 관해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임니다. 당신은 이

미 하냐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넘

은 당신으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엽니다. 당신은 매일매임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배운 진리를 스스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으노 하여금 쉽게 기독교 원려들을 배우도복

돕고 그원리들을 즉시 싣행에 끊길 수 있도폭 한 최신 교수법을

사용했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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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냐님의 계획 -당신의 선태

학습 안내

하나념의 계획-여러분의 선태이란 책은 여러분이 휴대할 수있

서 자유시간에는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표켓형의 소책자입니다.

매일 어떤 시간에도 그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 두십시요.

여러분은 각과 처음에 ‘목적블 (objecti ves) ’이주어신 것을

알 것입니다. ‘목적들 ’이란 말은 여러분의 학습에서 기대뇌는

것을 알게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목적들’이

란 ‘목표(goal) ’나 ‘목적(purpose) ’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분이 만일 제시된 ‘목적플’을 기억하고 있다면，훨씬 곰부가 잘

될 것입니다.

각과의 처음 두페이지는 잘 곰부하십시요. 이것은 다음에 무

엇이 뒤따플 것인지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컵니다. 다

음은，매과의 운단별로 공부하면서 과제 (For You to De) ’라는

제목의 지시플 따료십시요. 만약에 학습안내에서 질운에 대한해

답을 쓸 공간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노트에 그것들을

기옥하세요. 그러면 그 파를 복습할 때 그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서 이 과정을 연구하고 있

다면， 당신이 속한 단체의 인도자의 지시에 따르십시요.

연구질문에 대한 응답 요령

이 학습안내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있읍니다. 다음은 여

러 유형의 실례와 그 질문들에 답하는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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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 -선태 (A multiple-choice) ; 질문이 나 항목은 당신에

게 주어진 내용 중에서 하나의 해당을 선택하세요.

다항식 -선택 질문의 실례

l 성경은 전부 몇권으로 되어 있나?

a) 100 권

b) 66 권
c) 27 권

정확한 답은 b) 66 권이다. 당선의 학습안내에서 아래에 보

여준 것처럼 b) 주위에 원을 표시하십시요.

l 성경은 전부 몇권으로 되어 있나?

a) 100 권

b) 66권
c) 27 권

(어떤 다항식 선택에는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을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각 정닦의 앞에 있는 눈자에 원을 그리세

요.)

진위형 (A True- False) 문제나 항복은 여러 진술줌어떤것이

옳은 것을 선택하세요.

진위형 질운의 실례

2 아래의 어떤 진숭이 옳은가요?

a 성경은 전 120 권으로 되어 있다.

b 성경은 오늘날 신자들을 위한 서선이다.

c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란들은 히브라어로 썼다.

d 성령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진술 b와 d는 모두 옳읍니다.당신은 위에서 큰껏처럼 당신이

옳다고 선택한 이들 2개의 문자 주위에 원을 그렐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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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A matching) 질문이나 항목은 당신에게 성경책과 기

록자，묘사된 일과 이릅같은 것을 서로 연관된 것끼리 짝짓는

것입니다.

짝짓기 질문의 실례

3 그가 행한 것을 묘사한 각 성구앞에 지도자의 이름에 해

당하는 변호를 쓰십시요 •

......... 8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 .

... b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녔다

.c 여라고성 주위를 행군시켰다 1 ) 모세

... d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다 2) 여호수아

성구 a 와 d는 모세를 말하고， 성구 b와 c는 여호수아를말

한다. 당신은 a 와 d 곁에는 l 그라고 b와 c 곁에는위에서

보는 것처럼 2 라고 쓸 수 있다.

학생 보고서

만약 당신이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 ‘학생

보고서 (Student Report) ’라고 부르는 페이지를 채우십시요.

학습안내가 각 문단을 전부 기록해야 할 때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연구보고서를 leI 사무소로 보내기 위해서 그 보고서

에 주어진 지시에 따르십시요. 주소는 이 연구안내책자 2 페이

지에 있읍니다. 이 과정들중의 단원에서 또 다른 과정을 마치고

서 이미 수료증을 획득하셨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할 때는， 매흑

적인 졸엽장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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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제이로에 할럽씨 목사는 현재 벨기에의 수도 브뤼생에 있는

기독교인 센터의 목사이십니다. 그는 브뤼생에 오시기전 워싱턴

D.C 근방의 버어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13년동안 목회하

셨읍니다. 그는 플로려다주 래이크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 southeastern) 대학을 졸업하였읍니 다.

성직자 할렵씨는 가족 캠프， 목사들의 모임， 지도자 세미냐에

서 폭넓게 설교하는 목회를 했읍니다. 그는 또한 중등학교의 어

린 학생들과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사역했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연서，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배경의 사

람들과 상담하면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로 이 과

정을 저작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당신은 l 과를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데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