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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공부 지칩율 위한 저자의 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은 질문해

본 일이 있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왜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한 척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융니까? 이 책은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올 공부하고 난 후에

도，여러분은 질문이 생길 때마다 속히 참고하기 위해 바로

곁에 이 책을 놓고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중심 교훈들에 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들올 근본척인 교리들이라 부륨니다. 여러분온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뻗만 아니라，여러분파 여러분이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랍들에게 삶파 죽옵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

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리들을 공부해야 합

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암기하는 성경 귀절들은 여러분이 영적

으로 성장하는데 도웅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 전도와

다른 사랍들에게 성경율 가르칠 때 뿔만 아니리 여러분 자신

의 개인 경건시간에 이 성경귀절들의 귀중함을 알게 될 것입

니다.그리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의 지식이

믿옴을 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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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자신의 현대교육방법은 원리들을 쉽게 배우게 하며

그들올 즉시 실행으로 옮기는데 여러분을 도와 줌니다.

여러분의 공부 안내

「우리는 믿습니t:h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 시간

을 가질 때 공부할 수 있는 포켓 크기의 학습장입니다. 매일 시

간을 정해서 옆에 두고 공부하도록 하십시요.

여러분은 목적이 매파의 시작에 주어진 것올 알게 될 것입

니다. 이 책에서 목적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공부로부터 무엇

올 기대하는가를 여러분이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었

옵니다. 목적 (obiective)이란 목척지 (goal)，또는 목표 (pur-
pose) 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올 마음에 기억

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공부훌 할 것입니다.

매과의 처음 두 헤이지를 주의하여 공부하도록 하십시요.

이것은 다옴에 무엇율 공부해야 하는가를 위해 여러분의 마

옴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과마다 있는 연습문

제의 부분들온 연구과제란 제목 아래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

요. 만일 연구과제 질문에 해답올 쓸 여백이 충분하지 않으

연 여러분이 그 파를 복슐할 때 그것들올 다시 참고할 수 있

도록 그 파의 맨 나중에 있는 노우트에 기록하십시요.만일여

러분이 그룹으로 이 과목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그룹 지도

자의 지시를 따르십시요.

연구질문 해답 방법

연구파제의 연구질문은 여러가지가 있융니다. 다음은 몇 가

지 형태의 실혜들과 그 해답의 방법을 말해 줍니다.

선다형 :주어진 선택항 중에서 하나의 해답올 선택하도록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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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질문의 예

1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읍니까?

a) 100권
b) 66권
c) 27권

정답은 b) 의 66권입니다. 여러분의 연구과제에서. 여기에

보여준대 로 b)에 0 표하십시요.

1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읍니까 ?
a) 100권

@66 권

c) 27 권

(어떤 선다형 항목들에서는， 정답이 하나 이상이 될 때가

있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정답의 앞에 있는 글자에 O 표
를 하여야 합니다.

정답과 오답 찾기형 (OX 문제) :몇 개의 설명 중에서 옳

응 것올 선택하도록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목.

정답과 오답 찾기형의 예

2 아래의 셜명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 성경은 전체가 120권으로 되어 있다

α1성경은 현재 신자들올 위한 메시지입니다.

E? 성경 저자들 모두가 히꺼리어로 기록하였옵니다.

생성령은 성경 저자들에 게 영감올 주었융니다

셜영 양l-d가 옳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분의 선돼올 보여주기 위해 두 글자에 。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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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형 :이를테연 설명과 함께 이름들， 또는 성경 저자

들과 함께 성경 책들이 같이 짝올 지올 수 있는 것끼리 조화

시키도록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또는 항목.

짝짓기 질문의 예

3 어떤 지도자가 한 일올 설명한 각 귀절 앞에 그 지도

자의 이름의 번호를 적으십시요 .

.J.a 시내산에서 융법을 받았음 1) 모세

..?. b 이스라앨 백성이 요단강올 건너게 함. 2) 여호수아

--R c 여리고성 주위를 행군함
...1.. d 바로의 궁정에 서 살았음

a와 d귀절은 모세를 언급하고. b와 c귀절은 여호수아를언

급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은 1올 a
와 d 옆에. 2 를 념t c옆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학생 보고서

만일 여러분이 수료증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연. 여러 분은

학생 보고서 문제칩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불리우는 별책

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옵니다. 여

러분의 공부 지침온 언제 각 부분올 기록할 것인가를 여러분

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보고서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여러분의 지역

에 있는 국제성경통신학교 사무실로 그것올 보내십시요.주소

는 이 공부 지침서 제 2 페이지나 또는 학생 보고서 뒤에 있

을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주소가 없으면 학생 보고서 뒤에

있는 Ie L".르앨 주소로 보고서를 보내십시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할 때.여러분은 매력척인 수료증올 받게 될 것이며，



9

만일 여러분이 이 과정의 단원에서 다른 과목올 이미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변 썰(seal) 올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1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융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올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