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제임스 성경학교 학기별 학습계획
성경 과목
First Quarter, 2014: 1/2-3/31
새신자 성경공부(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일곱신비들)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Off line 강의 내용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변개의 역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클라린스 라킨의 도표 강해
(두 번 오심, 재림,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 요소, 인류역사의 칠천년,
유대인, 이방인, 교회에 대한 다른
계시 등)

Second Quart, 2014 : 4/1-6/30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Third Quarter, 2014 : 7/1-9/30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호세아, 아모스)
Fourth Quarter, 2014: 10/1-12/31
시편
욥기
솔로몬의 노래(아가서)
First Quarter, 2015: 1/2-3/31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중심)
사도행전

Second Quarter, 2015: 4/1-6/30
바울 서신서(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왕국
*클라린스 라킨 도표 강해
(재창조, 창조의 여셋째날,
땅의 일곱 상태, 창세기, 왕국등)
*클라린스 라킨 도표(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의 칠십 주,
예언의 연대기 성경의 칠십 주 등)

*욥기와 다니엘의 칠십째 주 후 삼년반
*시편에 나타난 메시야에 대한 예언들
*솔로몬의 노래와 그리스도의 신부
*솔로몬의 노래와 어린양의 혼인식

*하나님의 날(왕국)와 천국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각 다른 계시
*천국의 신비들
*클라린스 라킨 도표 강해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교회, 교회와 왕국 등)
*하나님의 일곱 신비들
*그리스도의 복음
*클라린스 라킨 도표 강해
(사람의 삼중성, 세 가지 장막, 부활,
첫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상급에 대한 심판, 네 가지 복음 등)

*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도 바울 서신서가 교회에게
바울 서신서(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주시는 중요한 의미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의
미혹 등
Fourth Quarter, 2015: 10/1/12/31
*단단한 음식을 분별하는 지혜
*클라린수 라킨 도표 강해
기타 서신서(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계시록, 교회사와 배교한
요한 1,2,3 서, 유다서)
일곱 교회의 메세지, 다니엘의
요한계시록
칠십째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의 비교, 천년왕국과 새 땅 사이
시대의 경륜, 거룩한 도성, 성막 등)
Third Quarter, 2015: 7/1-9/30

기타 행정사항
* off line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에 있을 것입니다.
*on line 학생들은
필기한 내용을 요약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분들은
빨리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지체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
하시면 주님 앞에서
끝까지 공부하실
것을 서약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신축성 있게
진행될 수도 있음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ff line 강의내용은
website 에 mp3 로
upload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메일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wgmi2000@yahoo.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