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지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파정을 끝마치셨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학

생으로 맞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이 국제성경통신학교의 더

욱 많은 파정들올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연습문제를 완성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보고서 문제지

를 검토하기 이전에 12쩨이지를 넘겨서 과정평가를 완성하도

록 하십시요. 그 다음 13페이지를 사용해서 이 과정이 여러

분의 삶에 어떤 영향올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요.

여러분이 과정평가를 완성하면 이 해답지를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제통신학교 교사나 국제성경통신학교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요. 우리가 여러분의 답올 검토한 후，우리는 여러분에

게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자격증을 보내 줄 것입

니다.

여러분의 자격증에 기록할 여러분의 이릅올 적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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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

이제 여러분이 답을 기록해 온 것처럼， 여러분은 다음 질문

에 답함으로써， 우리가 이 과정올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읍

니다. 이제까지의 긴 파정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우

리에게 말해 주십시요. 여러분의 감정올 가장 잘 표현하고 있

는 항목에 0표 하시요.

l 이 파정에 있는 자료는

a) 매우 흥미있다.

b) 흥미있다.

c) 약간흥미있다.

d) 흥미없다.
e) 지루하다.

2 나는
a) 많은 것을 배웠다.

b) 약간 배웠다.

c) 병로 배우지 못했다.

d) 전혀 배우지 못했다.

3 내가 배운 것은

a) 매우 중요하다.

b) 중요하다.

c) 중요하지 않다.

d) 시간 낭비다.

4 이 과정은

a) 매우 어렵다.

b) 어렵다.

c) 쉽다.

d) 매우 쉽다.

5 전반적으로 이 과정은

a) 뛰어나다.

b) 훌륭하다.

c) 괜찮다.

d) 형편없다.

6 여러분은 이와같은 또 다른

과정을 밟고 싶습니까?

a) 분명히 그렇다.

b) 그러고 싶다.

c) 그러고 싶지 않다.

d) 절대로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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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반응

이 과정을 공부한 후， 많은 사랍들이 그들의 참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고 확고한 신앙올 중명해 왔융

니다. 이 쩨이지에서 우리는 예언자들로부터 듣는다란 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에게 들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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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십시 l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리는 예언자들로부터 듣는다의

제1파를 보내 줄 것입니다.

정확히 기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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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학생보고서 해답지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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