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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먼저 이야기를 나눔시다

공부 지칩을 위한 저자의 말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진정 인류에

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융니까? 아마도 이와 같은 질문들과 그 밖의 많은

다른 질문들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이 책

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이스라엘의 다윗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감

정을 표현했읍니다. 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풍이요 내 길

에 빛이니이다"(시 119: 105) 라고 말했옵니다. 여러분이 누

구이시든 어디에 계시든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연하시든 무

슨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든 여러분은 다윗왕파 같은 확

신을 가질 수 있옵니다.

이 공부과정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

용이 될뺑 아니라 성경올 여러분 일상생활의 길잡이로써 의

지 하는데 도용이 될 것입니다. 독학의 현대적인 방법은 원

리원칙올 쉽사리 터득하고 그 원칙올 즉각 실천에 옮기는데

도웅이 됨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의 공부에서 최선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

고 그 목표륨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올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의 목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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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사용 방법올 터득한다.

신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개인적 메시지

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해한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길잡이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공부 안내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 시간올

가질 때 공부할 수 있는 포켓 크기의 학습장입니다. 매일 시

간을 정해서 옆에 두고 공부하도록 하십시요.

여러분은 목적이 매과의 시작에 주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

니다. 이 책에서 목적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공부로부터 무엇

을 기대하는가를 여러분이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었

융니다. 목적이란 목적지 또는 목표와 같은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을 마옴에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공

부를 할 것입니다.

매과의 처옴 두 헤이지를 주의하여 공부하도록 하십시요.

이것은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위해 여러분의 마

음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과마다 있는 연습문

제의 부분들은 연구과제란 제목 아래의 지시사항을 따르십

시요. 만일 연구과제 질문에 해답을 쓸 여백이 충분하지 않

으면， 여러분이 그 파를 복습할 때 그것들을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과의 맨나중에 있는 노우트에 기록하십시요. 만일

여러분이 그룹으로 이 파목올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그룹 지

도자의 지시릅 따르십시요.

연구질문 해답 방법

연구과제의 연구질문은 여러가지가 있옵니다. 다옴은 몇 가

지 형태의 실례들과 그 해답의 방법을 말해 줍니다.

선다형 :주어진 선택항 중에서 하나의 해답을 선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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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목.

선다형 질문의 예

I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읍니까?

a) 100권
b) 66권
c) 27권

정답은 b) 의 66권입니다. 여러분의 연구과제에서， 여기서

보여준대로 b) 에 。표하십시요.

1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옵니까?

a) 100권
@ 66권
c) 27권

(어떤선다형 항목들에서는 정답이 하나 이상이 될 때가

있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정답의 글자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답과 오답 찾기형 :몇 개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선

택하도록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옥.

정답과 오답 찾기형의 질문의 예

2 아래의 문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a 성경은 전체가 120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성경은 현재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C 성경 저자들 모두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읍니다.

@성령은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올 주었읍니다.

설명 b와 d가 옳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본 바대로 여러

분의 선택올 보여주기 위해 두 글자에 。표하여야 합니다.

짝짓기형 :이를테면 설명과 함께 이릅들 또는 성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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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성경 책들이 같이 짝을 지을 수 있는 것끼리 조화

시키도록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목.

짝짓기 질문의 예

3 어떤 지도자가 한 일을 설명한 각 귀절 앞에 그 지도

자 이릅의 번호를 적으십시요.

1. a 시내산에서 율법올 받았음 1) 모세
~. b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2) 여호수아
.~. c 여리고성 주위를 행군함 .

.~. d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읍.

a와 d귀절은 모세를 언급하고 b와 c귀절은 여호수아를 언

급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여러분은 1을 a 와

d옆에. 2 를 b와 c옆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학생보고서

만일 여러분이 수료증을 받기 위해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학생 보고서 문제집 :여러분의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밸책

을 받아야 합니다.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분의 공부 지침은 언제 각 부분을 기록할 것인가를 여바분에

게 말해 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생 보고서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여러분의 지

역에 있는 국제성정통신학교 사무실로 그것을 보내십시요.주

소는 이 공부 지침서 제2페이지나 학생 보고서 뒤에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거기에 주소가 없으변 화생 보고서 뒤에 있는

leI H_르쌀 주소로 보고서를 보내십시요 여러분이 이와 같

이 할 때，여러분은 매력척인 수료증을 받게 될 것이며，만

일 여러분이 이 과정의 단원에서 다른 파목을 이미 마치고 수

료증올 받았다면 쌀 (Seal) 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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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관하여

루이스 제터 워커는 세계인들에게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

한 사역을 하는데 일생을 바쳤읍니다. 그녀는 그 사역을 위

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여 학사 (B.A.) 와 석사 (M.A.) 학위
를 받았읍니다. 그녀의 책들은 처음에 페루에서，그리고 쿠바

에서，후에 서인도 제국과 벨지움에서 사역을 한 40년 이상

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읍니다.그녀는 14권의 책파 전도와 기

( 독교 교육을 위한 다른 자료들을 썼옵니다.

국제 성경통신학교의 스탑l들이 저자와 함께 이 책올 개발

하기 위해 일을 했고 독립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현대 방

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의 모든 책들을

공부하도록 부른 가장 중요한 부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1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