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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률
나풀시다

머릿말

이 과정은 약 2000년전에 태어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
니다.왜 당신은 이 과정을 공부합니까? 이 교재가 당신의삶
에 어떻게 영힘탤 줄까요? 이러한 단원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당신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즉 그의 일생，그의 가르침과 그의 주장들에 관한 것들을알게
되는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읍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새로운 힘과 행복의 원천을 찾고 있
읍니까? 당신은 이것을 이책의 각 단원에서 찾을 수 있읍니
다 오래전에 쓰여진 복음서는 20세기의 문제들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읍니다.당신의 정신생활에 진실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믿음이 돈독해 지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이 책속의 가르치는 것을 따름으로써 당신이 찾고자
하는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대적 방법에 의해 당신은
원리를 쉽게 배우고 곧 실천에 옮길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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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안내

학습연구 :요한복음은 휴대하기 간펀하여 시간이 생길때 언
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소책자입니다.매일 어떤 시간에도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곁에 두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룹을
지어 이 과정을 공부하려 한다면 당신이 속한 단체지도자의지
시에 따르십시오

연구질문에 답하는 방법

이 학습연구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있읍니다 아래 열거
한 것들은 몇 가지 보기들과 그것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문제 :질문이나 항목은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의 답
을 선택하시오

객관식 문제의 보기

1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
a) 100권
b) 66권
c) 27권

정답은 b) 66권입니다.당신은 학습연구에 다음과 같이 b)
문자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십시요

1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
a) 100권
b) 66권
c) 27권

(객관식문제중 어떤 것은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답에 해당되는 각각의 문자에 동
그라미를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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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형 문제:문제나 항목은 여러 나열된 것 중 옳은 문장
을 선택하시오

진위형문제의 보기

2 아래에서 어떤 문장이 옳은가요?
a) 성경은 총 120권으로 되어 있다
b) 성경은 오늘날 신도들에게 전하는 증거이다.
c) 성경저자들은 모두 히브라어로 썼다
d) 성령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다

b와 d의 문장이 옳습니다.위에서 보는것과 같이 당신이 선
택한 두 문장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원다

짝짓기 문제 또는 항목은 섣명과 그에 맞는 이름이나 성경
책과 기록자들을 짝짓는 것과 같이 어떤것과 그에 연결되는 것
을 짝짓는 것이다

찍짓는문제의 보기

1아래에 적혀 있는 사람이 한 일을 묘사한 귀절 앞에
그 사람 이름에 해당하는 번호플 적어 넣으시오

/ a)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 1)모세
2 b)이스라엘백성들을 인도하여요단강을 건녔다 2) 여호수아
2 c)여리고성 주위를 행군 시켰다
/ d)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다

a와 d귀절은 모세에 관한 것이고 b와 c 귀절은 여호수아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위와 같이 a와 d옆에 1이라 적고 b와 c
옆에는 2라고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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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고서

만약 당신이 졸업장이나 수료증올 획득하기 위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요한복음 연구의학생 보고서 문제팝플렛이라는 분리된
땀플렛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 팝플렛에는 두개의 단원이 각각에 대한 분리된 답지와 함께
있융니다 학습안내가 각 단원을 완전히 기록해야 할 곳을 알

려 줄 것입니다

당신 지역에 있는 ICI 시무실에 답지를 보낼때에는 당신의
학생 보고서에 주어진 지시를 따르십시요 주소는 이 책의 앞
이나 학생 보고서 문제 팝플렛 뒷면에 인쇄되어 있읍니다.이
와 같이 하면 당신은 만족할만한 졸업증명서를 받을 것입니다

저자소개

렉스 잭슨씨는 (Rex Jackson) 미조리 (Missouri) 주의 스
프링필드 (Springfield) 에 있는 에반젤 대학 (Evangel College)
의 신문학 교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임명된 성직자인 잭
슨씨는 25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서부
아프리카 토고 (Tog이에 있는 서아프리카 고둥신학교에서 3 년
동안 가르쳤읍니다.그는 2년간 그 학교의 학장의 책임을맞아
봉사했읍니다.그 기간 동안에 그는 트레이닝북 (Training bo-
ok) 주일학교 문고、이에 상용하는 과정과 같은 다양한종류의
교회문학을 저술하거나 발전시켰읍니다.그는 이제 ICI.브루
셀 (Brussels) 에 미국 본토의 편집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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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Jackson) 씨는 미조리주 (Missouri) 스프링휠드 (Spri-
ngfield) 중앙성경대학 (Central Bible College) 에서 성경 문학
사 학위와 캔사스주 (Kansas) 맨하턴에 있는 캔사스 주립대학
에서 신문학 이학 석시를 받았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