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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이 과정을공부하는

짧 숍k

까닭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 2000 년 전에 태어난
어떤 사랍에 관해 공부합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
요합니다.이 단원에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과거 어느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
이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 말하며，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합니다.왜 그럴까요 ?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에 관
한 어떤 것- 즉 그의 생애，그의 가르침.그의 주장풍을 아
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단지 예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관한 당
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파 이 과정을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더 잘알기
원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진실을
찾기 위함이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나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므로
이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연서 마음
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이 교훈을 적
용하면 할수록 그 교훈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찾아 내 리 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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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학습

여러분은 이 책에서 사용된 지극히 현대적인

스스로 공부하

는 방법올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니면서

5 분이나 10분정도의

자유로운 시간에

가지고

언제든지

다
공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소책자 입니다.
이 학습 과정의 교재는 원래 인도의 실론섬에 방송되는

엘

톤 ·G· 힐의 연속기획 메시지였읍니다. 이 메시지는 널리

보

급되고 이 지역과 중농지방에서
은 I Co
l에서 이 메시지를

크게 인정받고 있읍니다. 지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와 그의 업 적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 과정에서 몇 개의 단원을 덧 붙였
읍니다.

각과의

학습

각각의 단원은 여러 과로 나뉘었읍니다. 여러분은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 단원 전체를 공부하기까지

기다리지

다. 각 과는 한번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공부할

않아도 됩니
수 있도록

복습 과정으후서 질문을 두었읍니다. 그 질문들에 대답하고 나
서 각 단원의 끝에 있는 정답과 대조하여 여러분 자신의 학습
을 채점하십시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하십시요
일주일에 한 단원을 마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먼저 이야기를

나눔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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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단원안의 각 과 끝 부분에 있는 질문과 ‘연구과제’
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시키고
여러분이 읽은 것들을 이해하였는지

점검해 보게

하고
단원의 주 요점을을 기억하게 하며
여러분 스스로 일상생활과， 필요한 곳에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학습장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읍니다. 이 책을 빌
렸거나 다시 사용해야 한다면 여라분의 해답을 공책에 쓰십시
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책에다 공란을 채우며 해 답을 표기하

십시요
여기에 여러분이 질문에 답하는 보기가 있읍니다

아래의 질

문은 가능한 답이 여라개 있읍니다. 여러분은 맞는 답을 골라
보기에서 처럼 그 옆에

X"로

“

표기하여 주십시요

1. 이 책은 어떤 책 입니까?
...... a) 라디오 메시지용 책
... b)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열정적인 연설의 책.

X ⋯ c)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라디오 메시지에서 채
택한 자기학습 방식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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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고서

여라운이 수료증이나 봉인을 얻기 위해 공무한다면 “학생보
고서 운제집”인 “예수는 누구인가"2.}는
또 다릎 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따로 분리된 해답지가 두 무분으로 나뉘어
한$벡 있읍니다. ‘여러분의 학습안내’에서 각 부분들을 완성

할 수 있노콕 가프쳐 줄 것입니다.
여 ~I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1·C ·1

사부소로 해담지룹 보내

려면 ‘여라분의 학습보고’에 주어진 지시대호 따프십시요.주
소는 ‘학습안내’의앞면에 적혀 있거나 ‘학생보고서 문제집’
의 l꺼 뒤에 있읍니다

그곳에 주소가 없으변 해답지릎

고서 운제십”의 뉘에 있는

1·C ·1

사무소로 보내십시요

학생보
이렇

게 하면 훌륭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읍니다.또는 이 과정과 연
관된 다른 과정을 완성해서 수료증을 이미 받았다면
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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