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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7
C-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공부 지침을 위한 저자의 말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체험에 관해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던 적이 있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받았을까요?

모든 인류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도록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읍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

들에 관한 이 책의 과정을 끝마친 후에는 이 질문들에 더욱 적

절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 아브라함，모세 둥과 같은 예언자들의 생애

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애

에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를 그들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먼저 이 과정올 어떻게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끝마칠 것인가

에 대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쉽게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즉시

그것들올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 교수 방법을 사용하

고 있읍니다. 이 공부 안내에 관한 것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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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공부안내

「우리는 예언자로부터 듣는다」는 주머니 크기의 책으로 여

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융니다. 가급적이면 날마다 시간올 정해 놓고 그것을 공

부하도록 하십시요.

여러분은 목적들이 “이 과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요점”

이라고 언급되어진 부분으로 매과의 시작하는 곳에 주어져 있음

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란 말은 이 책에서 여러분이 공부

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되어

진 것입니다. 목적이란 목표 또는 목적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

러분이 목적들을 영심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각 과의 처음 두 페이지를 신경써서 공부하도록 하십시

요.이 부분은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마음

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다음에 그 과의 부분 부분을공부해 나

가다 보면 연구과제란 제목 아래 지시들이 이어집니다.만일 연

구과제 질문의 답을 쓸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노트에다 옮겨 적

어서 여러분들이 그 과를 다시 공부하게 될 때 그것들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여러분이 각 연구과제 질문에 대해 혼

자힘으로 답을 쓴 후에 그 과의 맨 끝부분을 넘겨서 주어진 답

과 여러분의 답올 검토하십시요.

각 과의 끝에서 여러분은“과 테스트”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

입니다.그 다음에 주어진 지시를 읽고 시험올 치르십시요. 여러

분의 학생보고서 문제집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십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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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고서 문제집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면 학생보고서

문제집이라는 분리된 소책자를 받게 됩니다.여러분이 각 과의 끝

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을 때 이 소책자의 각 부분올 완

성하십시요. 여러분은 이 소책자의 제 2 페이지에서 여러분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지시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제 l 과를 이미 공부했다면 여러분은 분리

되어진 문제지를 채우십시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소책자에 제

l 과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을 채웠올 때 그것은 제 1과를 복습

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해답지를 여러분의 국제성경통신학교 교사 또

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제성경통신학교 사무실로 보내려 한

다면 여러분의 소책자에 주어진 지시를 따르십시요.그 주소는

이 공부 안내의 첫페이지에 그리고 해답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기에 없다면， 해답지의 뒤

에 주어진 국제성경통신학교 브르쩔 주소로그것을보내십시요.

여러분의 수료자격증

여러분이 그 과정을 끝내고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진 과제를

완성했을 때 여러분의 국제성겸통신학교 교사에게 문제집을 보

내십시요. 여러분이 각 부분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는지를 알아

보는 평가를 거친 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격증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