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솔트레이크시티



오류나 수정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Curriculum Servic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0008
USA

Email: ces-manuals@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기재해주십시오.

교재 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신 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 2016년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Version 2, 6/16

영어 승인: 2/15
번역 승인: 2/15

New Testament Seminary Teacher Manual의 번역
Korean

12339 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목차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i

우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i
수업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i
매일반 교사 교재의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ii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휴식반 및새벽반)  .  .  .  .  .  .  .  .  .  .  .  .  .  .  .  .  .  .  .  .  . xiv
가정 학습반 공과의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vi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vi

기타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viii
매일반 및 가정 학습반공과

신약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구원의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학습자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경전 공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신약전서의 배경 및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가정 학습반 공과: 구원의 계획—신약전서 소개 및배경(1단원)  .  .  .  .  .  .  .  .  .  .  . 26
마태복음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마태복음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마태복음 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마태복음 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마태복음 5: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마태복음 5:17~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5장(2단원)  .  .  .  .  .  .  .  .  .  .  .  .  .  .  .  .  .  .  .  .  .  . 57
마태복음 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마태복음 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마태복음 8~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마태복음 11~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마태복음 13: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6:1~13:23(3단원) .  .  .  .  .  .  .  .  .  .  .  .  .  .  .  .  .  .  .  .  . 85
마태복음 13:2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마태복음 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마태복음 1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마태복음 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마태복음 1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3:24~17:27(4단원)  .  .  .  .  .  .  .  .  .  .  .  .  .  .  .  .  . 113
마태복음 1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마태복음 19~2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마태복음 21: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마태복음 21:17~2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마태복음 22:15~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8~22장(5단원)  .  .  .  .  .  .  .  .  .  .  .  .  .  .  .  .  .  .  .  . 140
마태복음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조셉 스미스—마태; 마태복음 24장  .  .  .  .  .  .  .  .  .  .  .  .  .  .  .  .  .  .  .  .  .  . 150
마태복음 25:1~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마태복음 25:14~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마태복음 26: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23:1~26:30(6단원)  .  .  .  .  .  .  .  .  .  .  .  .  .  .  .  .  .  . 170
마태복음 26:31~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마태복음 27: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마태복음 27:51~28: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마가복음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마가복음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마가복음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26:31~마가복음 3:35(7단원)  .  .  .  .  .  .  .  .  .  .  .  .  . 200
마가복음 4~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마가복음 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
마가복음 7~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마가복음 9:1~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마가복음 9:3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

가정 학습반 공과: 마가복음 4~9장(8단원)  .  .  .  .  .  .  .  .  .  .  .  .  .  .  .  .  .  .  .  .  . 226
마가복음 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1
마가복음 11~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6

누가복음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1
누가복음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
누가복음 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누가복음 3~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6

가정 학습반 공과: 마가복음 10장~누가복음 4장(9단원)  .  .  .  .  .  .  .  .  .  .  .  .  .  . 260
누가복음 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4
누가복음 6:1~7: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9
누가복음 7:18~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4
누가복음 8~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누가복음 10: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4
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5:1~10:37(10단원) .  .  .  .  .  .  .  .  .  .  .  .  .  .  .  .  .  .  . 289

누가복음 10:38~12: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
누가복음 13~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8
누가복음 1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
누가복음 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7
누가복음 1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1

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10:38~17:37(11단원)  .  .  .  .  .  .  .  .  .  .  .  .  .  .  .  .  . 316
누가복음 18~2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0
누가복음 2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4
누가복음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9
누가복음 2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4

요한복음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9
요한복음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1

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18장~요한복음 1장(12단원)  .  .  .  .  .  .  .  .  .  .  .  .  . 346
요한복음 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요한복음 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5
요한복음 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요한복음 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6
요한복음 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1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2~6장(13단원)  .  .  .  .  .  .  .  .  .  .  .  .  .  .  .  .  .  .  .  .  . 376
요한복음 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
요한복음 8: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
요한복음 8:31~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0
요한복음 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6
요한복음 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7~10장(14단원)  .  .  .  .  .  .  .  .  .  .  .  .  .  .  .  .  .  .  .  . 405
요한복음 1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9
요한복음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요한복음 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9
요한복음 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4
요한복음 1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9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11~15장(15단원)  .  .  .  .  .  .  .  .  .  .  .  .  .  .  .  .  .  .  . 434
요한복음 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8
요한복음 1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2
요한복음 18~1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7
요한복음 2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2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요한복음 2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7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16~21장(16단원)  .  .  .  .  .  .  .  .  .  .  .  .  .  .  .  .  .  .  . 462
사도행전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6

사도행전 1: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8
사도행전 1:9~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3
사도행전 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8
사도행전 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3
사도행전 4~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8

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1~5장(17단원)  .  .  .  .  .  .  .  .  .  .  .  .  .  .  .  .  .  .  .  . 493
사도행전 6~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7
사도행전 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2
사도행전 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7
사도행전 10~1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2
사도행전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7

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6~12장(18단원)  .  .  .  .  .  .  .  .  .  .  .  .  .  .  .  .  .  .  .  . 521
사도행전 13~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5
사도행전 1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9
사도행전 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3
사도행전 1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8
사도행전 18~1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3

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13~19장(19단원)  .  .  .  .  .  .  .  .  .  .  .  .  .  .  .  .  .  .  . 548
사도행전 20~2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2
사도행전 23~2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7
사도행전 27~2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2

로마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7
로마서 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9
로마서 4~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5

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20장~로마서 7장(20단원)  .  .  .  .  .  .  .  .  .  .  .  .  .  . 580
로마서 8~1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4
로마서 12~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9

고린도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4
고린도전서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6
고린도전서 3~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1
고린도전서 5~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5

가정 학습반 공과 로마서 8장~고린도전서 6장(21단원)  .  .  .  .  .  .  .  .  .  .  .  .  .  . 610
고린도전서 7~8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4
고린도전서 9~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9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고린도전서 1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4
고린도전서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8
고린도전서 13~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3

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전서 7~14장(22단원)  .  .  .  .  .  .  .  .  .  .  .  .  .  .  .  .  .  .  . 638
고린도전서 15:1~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2
고린도전서 15:30~16: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7

고린도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2
고린도후서 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4
고린도후서 4~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9
고린도후서 6~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4

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전서 15장~고린도후서 7장(23단원)  .  .  .  .  .  .  .  .  .  .  . 669
고린도후서 8~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3
고린도후서 10~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8

갈라디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3
갈라디아서 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5
갈라디아서 5~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8

에베소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2
에베소서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4

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후서 8장~에베소서 1장(24단원)  .  .  .  .  .  .  .  .  .  .  .  .  . 699
에베소서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3
에베소서 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7
에베소서 5~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1

빌립보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6
빌립보서 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8
빌립보서 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3

가정 학습반 공과: 에베소서 2장~빌립보서 4장(25단원)  .  .  .  .  .  .  .  .  .  .  .  .  .  . 728
골로새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2

골로새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4

데살로니가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8
데살로니가전서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0
데살로니가전서 3~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4

데살로니가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9
데살로니가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1

디모데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6
디모데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8

가정 학습반 공과: 골로새서~디모데전서(26단원)  .  .  .  .  .  .  .  .  .  .  .  .  .  .  .  .  . 763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디모데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6
디모데후서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8
디모데후서 3~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3

디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8
디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0

빌레몬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5
빌레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6

히브리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0
히브리서 1~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2

가정 학습반 공과: 디모데후서 1장~히브리서 4장(27단원)  .  .  .  .  .  .  .  .  .  .  .  . 796
히브리서 5~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히브리서 7~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5
히브리서 1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0
히브리서 12~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4

야고보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9
야고보서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

가정 학습반 공과: 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28단원)  .  .  .  .  .  .  .  .  .  .  .  .  .  . 826
야고보서 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9
야고보서 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4
야고보서 4~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8

베드로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3
베드로전서 1~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5
베드로전서 3~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0

가정 학습반 공과: 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29단원)  .  .  .  .  .  .  .  .  .  .  .  . 855
베드로후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8

베드로후서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
베드로후서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4

요한1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8
요한1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0

요한2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3
요한3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4

요한2서~요한3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5
유다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8

유다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0

가정 학습반 공과: 베드로후서~유다서(30단원)  .  .  .  .  .  .  .  .  .  .  .  .  .  .  .  .  .  . 885
요한계시록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8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요한계시록 1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0
요한계시록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5
요한계시록 4~5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
요한계시록 6~11장,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5
요한계시록 6~11장, 2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0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계시록 1~11장(31단원)  .  .  .  .  .  .  .  .  .  .  .  .  .  .  .  .  .  .  . 914
요한계시록 12~1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8
요한계시록 14~16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2
요한계시록 17~19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7
요한계시록 2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2
요한계시록 21~22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5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계시록 12~22장(32단원)  .  .  .  .  .  .  .  .  .  .  .  .  .  .  .  .  .  . 939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3

경전 독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
매일반 교사를 위한 공과 진도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947

예비일 활용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3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공과 진도안내  .  .  .  .  .  .  .  .  .  .  .  .  .  .  .  .  .  .  .  .  .  . 955

성구 익히기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0
성구 익히기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3
성구 익히기 구절 100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9
기본 교리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0
기본 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1
복음서를 공관대조 방법으로가르치기  .  .  .  .  .  .  .  .  .  .  .  .  .  .  .  .  .  .  .  .  .  .  . 980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1

신약전서 선별된 시각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2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 소개
우리의 목적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의 목적은 다음과같다.

“우리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2012년], x쪽)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러한 교리와 원리들은 이해와 교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준비시킨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이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이행하기바란다.

• 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 사랑, 존중 및 목적이 있는 학습 환경을조성한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학습 과정에 맞추어 경전을 읽는다. [신약전서 읽기를 확인할
수 있는 표는신약전서 성구 익히기 카드와 함께 LDS.org와 store.lds.org(물품 번호
10480)에서 찾을 수있다.]

•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문맥 및 내용을이해한다.

• 복음 교리와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해하고, 그 참됨과 중요성을 인식하며,적용한다.

• 복음 교리와 원리들을 설명하고, 나누고,간증한다.

• 주요 성구 및 “기본 교리”를 숙달한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10쪽)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고
진리를 오류로부터 분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은 교회의 교리, 역사
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입장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도록]”(교리와 성약 88:118) 하고, si.lds.org의 Seek
Truth[진리를 구함]난에 실린 자료를 사용하게 도움으로써, 그들이 질문을 다루도록
준비시킬 수있다.

본 교사 교재는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마련되었다.

수업 준비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 있는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지니라”(교리와 성약 42:12)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또한
이런 진리들은 “신앙의 기도로써 … 주어지[는]” “영의 지시를 받는 대로”(교리와 성약
42:13~14)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각 수업을 준비할 때에는 경전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교리와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구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경전을 이해하고, 성신의 가르침을 받는 법을 배우며, 배운 것을
적용하겠다는 소망을 느끼도록 도울 방법을 계획할 때도 성신의 속삭임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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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전서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 사용하는 주 교재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는 장들 또는 성구들을 공부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 인물, 장소
및 사건들을 포함하여 경전 블록의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경전 블록의
배경과 내용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결정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파악하고 나면, 학생들이 경전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교수법, 접근법, 활동이 무엇인지를결정한다.

이 교재는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러분이 가르칠 경전 블록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여러분은 해당 경전 블록에 대한 제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제안된 방안을 조정할
수도있다.

학생들이 각 과의 경전 블록을 모두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그렇게 할 때 경전의 저자가 전달하려 했던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업을 계획하다 보면 교재에 있는 모든 교수 제언을 사용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복음 진리의 중요성과 참됨을 느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자 강조할 경전 블록 일부를 결정할 때, 영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나머지 부분을 가르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성구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한 성구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거나 잠시
학생들이 원리와 교리를 찾아보게 하는 식으로 바꿔서 수업할 수 있을것이다.

수업 자료를 재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십이사도 정원회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다음
권고를따른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조정하라고 자주 가르치셨던 패커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르치도록 미리 정해진 공과에 완전히 기반을 둔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영의
인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A Panel Discussion with Elder Dallin H.
Oaks[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함께하는 패널 토론]”[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satellite broadcast, Aug. 7, 2012, “4.3.4 Decide through Inspiration[4.3.4
영감으로 결정하라]” ];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위성방송, 2012년 8월 7일], 6쪽,
LDS.org)

가르칠 준비를 하는 동안,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쓴다. 그 학생들이
잘 해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과 기대치를 조정한다. 부모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알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교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이다.

수업을 준비할 때 LDS.org의 메모 및 일지 도구나 휴대 기기용 복음 자료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경전,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및 공과에 표시를
해 둘 수 있다. 또한 수업 중에 사용할 메모를 추가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더 알아보려면, LDS.org에서 메모 및 일지 도움말을참조한다.

본 교재에 나오는 일부 자료는 New Testament Student Manual(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에 나오는 내용을 변경하여 엮은것이다.

매일반 교사 교재 활용하기
기록 소개
기록 소개에는 각 기록의 개요가 실려 있다. 이 개요에는 무엇보다도 각 기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설명되어 있으며, 그 기록이 지닌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지 묘사되어 있고, 각
기록의 내용이 요약되어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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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블록 소개
경전 블록 소개에는 각 과에 나오는 경전 블록의 배경과 내용에 관한 짤막한
개요가나온다.

성구 그룹화 및 맥락 요약
경전 블록은 종종 주제나 행동 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성구별로 작은 단위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각 성구 그룹 바로 아래에는 그 안에 있는 사건이나 가르침이 짧게
요약되어있다.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원리 및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 도움말은
여러분이 교사로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공과 내용
공과 내용 부분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르칠 때 필요한 지침과 더불어 질문, 활동,
인용문, 도해 및 도표를 포함하는 교수 방안이 제시되어있다.

교리 및 원리
교리 및 원리는 경전 본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므로 여러분이
학생들과 토론하는 동안 그것들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있다.

사진 및 그림
교회 지도자들의 사진과 경전에 나오는 사건들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가르칠 때사용한다.

성구 익히기
신약전서에 있는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은 그 구절이 포함된 과의 맥락에 맞게
강조되어 있다. 이런 각각의 과에는 이 구절을 다룰 교수 방안도 함께 나온다. 여러분이
꾸준히 성구 익히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교재 곳곳에는 성구 익히기 복습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더 많은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보고 싶다면, 이 교재의 끝에 있는
부록이나 LDS.org에서세미나리 학생 자료를참조한다.

공란

교사 교재 인쇄본에 나오는 공란은 성신의 속삭임을 느낄 때 메모나 원리, 경험담 또는 그
밖의 생각들을 기록하는 등 공과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있다.

보충 및 배경 정보
일부 과에서는 역사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개념, 성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끝부분에
인용문과 해설을 더 보충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더 가르칠 부분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한다.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 실린 이 교재의 디지털
판본에 추가 해설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추가 교수 제언
일부 과의 끝부분에는 추가 교수 제언이 나온다. 여기에는 공과 내용에 나오지 않거나
강조되어 있지 않은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제언이 담겨 있다. 또한 LDS.or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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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영상 및 DVD발표 자료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법에 관한 제언도 마련되어
있다.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 실린 이 교재의 디지털 판본에 추가적인 교수 방안이
수록되어있다.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휴식반 및 새벽반)
본 교재에는 매일반 세미나리 교사를 위한 다음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160개의 매일반
교사용 공과,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 그리고 성구 익히기 및 기본 교리 교수자료.

기록 소개
기록 소개는 경전에 나오는 각 기록에 대한 첫 번째 공과 전에 실려 있다. 기록 소개에서는
각 기록의 개요를 제시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한다. 각 기록은 누가 기록했는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누구에게, 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또한, 소개에서는 각 기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교사는 기록 소개에
나오는 맥락과 배경을 필요할 때 공과에 통합해야한다.

매일반 교사용 공과
공과 형식
이 교재의 각 과는 특정한 개념, 교리, 또는 원리보다 경전 블록에 중점을 둔다. 이런
형식은 여러분과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교리와 원리들을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리나 원리가 담긴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더불어 영감받은 경전의 저자들이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경전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면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것이다.

과마다 경전 블록의 모든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영감받은 저자가 전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와 거리가 있거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기에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전 블록도 있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에 맞추어 이 자료들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수업 자료에 주어지지 않은 특정 교리나 원리를 더 강조하거나, 이
교재에서는 심도 있게 다룬 경전 블록이라도 그 일부를 덜 강조하겠다고 결정하는 식으로
이 교재에 제언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 이러한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신의 인도를구한다.

교리와 원리
각 과의 본문에는 핵심 교리 및 원리들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이런 교리와
원리들이 교과 과정에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교리 및 원리들은 (1) 경전
블록의 주요 메시지를 반영하고, (2) 특히 학생들의 필요와 상황에 들어맞으며, (3)
학생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다.
신약전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교과 과정에 실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경전에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끝없는 진리의 조합”이 담겨 있다고 가르쳤다.(“The Great Plan of
Happiness[위대한 행복의 계획]” [CES Symposium on the Doctrine and Covenants/
Church History, Aug. 10, 1993], si.lds.org; 또한 Teaching Seminary: Preservice
Readings [2004], 69, LDS.org참조)

가르치는 도중에 꾸준히 학생들이 경전에서 교리와 원리들을 직접 찾아내도록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진리를 찾아 표현할 때 이 교재에서 풀이된 교리나 원리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이 교재의 개요에서는 다루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교리나 원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단어가 교재에 나온 단어와 다르거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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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진리를 찾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답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말한 문장이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면,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문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학생들이 중요한 깨달음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있다.

공과 진도
이 교재에는 160개의 매일반 세미나리 수업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기간에 맞추어 공과와 진도를 조정해도 좋다. 진도 예시는 교재의 부록을
참조한다. 진도는 1년에 36주, 즉 180일을 기본으로 하며, “예비일” 20일이 포함된다.
예비일은 매일반 수업을 조정하고, 학생들이 핵심 성구 및 기본 교리를 익히도록 도우며,
이전 자료를 복습하고, 필수 학습 평가를 시행하고 검토하며, 갑작스런 일정을 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있다.

보충 학습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 학생을 위한 신약전서 학습 지도서는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보충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정 학습반 학생용
학습 지도서의 공과는 이 교재에 제시된 공과와 유사하다. 정해진 결석 일수를 초과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빠진 수업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학습 지도서에서 찾아
완수하라는 과제를 줄 수 있다. 과제는LDS.org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보충
학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체 교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이 교재의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
프로그램” 편에 수록되어있다.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
이 교재의 여백에는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이 있다. 이 도움말은 여러분과 학생들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적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수법, 기술, 접근법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다루는 제언도 제공된다.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에 포함된
원리들을 이해해 가면서 그것들을 가르침 속에 꾸준히 실천하고 적용할 방법을찾아본다.

성구 익히기 및 기본 교리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은 학생들이 영원한 진리를 간직하고 경전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과정에서 학생들이 익혀야 할성구들을 선별했다.
또한, 학생들이 세미나리 4년과 전 생애 동안 이해하고, 믿고, 실천할 핵심 교리들을
강조하고자기본 교리목록을 추가했다. 각 세미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경전을 학습하면서 두드러지는 기본 교리들을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많은
성구 익히기 구절들이 기본 교리를 염두에 두고 선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가르치면서 기본 교리도 함께 가르치게 될것이다.

학생들이 생각과 마음에 영원한 진리를 쌓아 둔다면, 성신은 필요할 때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신앙으로 행동할 용기를 줄 것이다.(요한복음 14:26참조)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가르쳤다.

“저는 여러분이 가르칠 때 경전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의 학생들도 경전을 활용하고 경전에 친숙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전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바랍니다. …

우리는 학생들이 경전의 힘과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경전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또한 경전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문제와 기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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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학생 중 누구도 경전을 잘 몰라서 적절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여
필요한 도움과 인도를 찾지 못한 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며 교실을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Eternal Investments”[address to CES religious educators,
Feb. 10, 1989], 2 si.lds.org; 또한 Teaching Seminary: Preservice Readings[2004], 20,
LDS.org참조)

성구 익히기와 기본 교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교재에 실린 부록을참조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의 활용
학생 학습의 요약
이 요약은 학생들이 주 중에 학생용 학습 지도서로 어떤 내용과 교리 및 원리를
공부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공과 소개
공과에 대한 소개는 공과 중에 경전 블록의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성구 그룹화 및 맥락 요약
성구는 경전 블록 전체에 걸쳐 맥락이나 내용 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따라
그룹지어진다. 각 성구 그룹 바로 아래에는 그 안에 있는 사건이나 가르침이 짧게
요약되어있다.

공과 내용
공과 내용 부분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르칠 때 필요한 지침과 더불어 질문, 활동,
인용문, 도해 및 도표를 포함하는 교수 방안이 제시되어있다.

교리와 원리
교리 및 원리는 경전 본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므로 여러분이
학생들과 토론하는 동안 그것들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있다.

다음 단원 소개
각 과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 단원을 간략히 설명한다. 학생들이 다가오는 주에 경전
학습을 고대하도록 각 과를 마무리하며 이 문단을 함께살펴본다.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 프로그램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거리 문제, 신체적인 장애 등)로 매일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신권 지도자와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대표의 지시로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 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 새벽반이나 휴식반을 포함하여 (주중) 매일반 수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 수업이 개설되지않는다.

가정 학습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주 중에 수업에 참석하는 대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공과를 완수함으로써 세미나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들 공과는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이라는 별도의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세미나리 교사를 만나서 자신이 공부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참석한다. 학생용 학습 지도서 및 주간 교실 수업은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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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학생용 학습 지도서
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은 가정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주 중 수업에 참석하는 세미나리 학생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가정 학습반 학생용 교재는 진도만이 아니라
강조하는 교리와 원리도 이 교재의 자료와 유사하다. 또한, 학생용 학습 지도서에도 성구
익히기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성구 익히기 구절들은 경전 본문에 나타나는 맥락 안에서
설명되며, 종종 그 구절을 다루는 과에서는 쓰기 활동이 나오기도한다.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들은 한 주에 학생용 학습 지도서에 있는 네 개의 공과를
완수하고, 세미나리 교사가 진행하는 주간 수업에 한 번 참석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습
지도서에 있는 번호가 붙은 과제들을 경전 학습 일지에 완수한다. 학생들은 두 권의 경전
학습 일지를 마련해서 한 권은 교사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권은 과제를 계속하는 데
사용한다. 매주 교사와 만나서 한 권을 교사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권은 돌려받아 다음 한
주 동안 공과를 진행하며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한 주 동안 일지1에 과제를
완결하여 반으로 가지고 와서 교사에게 제출한다. 그다음 한 주 동안 학생은 일지2에
과제를 완결한다. 학생이 일지2를 제출하면 교사가 일지1을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학생은 그다음 주 과제를 완결하는 데 일지1을사용한다.)

모든 세미나리 학생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학습 과정에 따라 경전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 학습반 학생들은 각 단원에 있는 네 개의 가정 학습 공과에 각각 삼사십 분을
추가로 할애해야 하고, 또한 주간 가정 학습반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한다.

주간 가정 학습반 교사의 수업
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의 각 단원은 매일반 교사 교재의
다섯 개 과와 상응한다. 이 교재에는 다섯 개의 과가 끝날 때마다 주간 가정 학습반 교사가
가르칠 공과가 한 개씩 수록되어 있다. 가정 학습반 수업은 학생들이 한 주 동안 학생용
학습 지도서에 있는 공과를 완수하면서 배운 교리와 원리들을 복습하고, 이해를 심화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학생용 학습 지도서에서 다루지 않는
진리들을 추가로 살펴볼 수도 있다. (수업 일정을 계획할 때, 이 교재의 부록에서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진도 안내를 참조하면좋다.)

여러분은 가정 학습반 교사로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매주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학생들과 만나서 질문에 답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경전과 경전 학습 일지, 학생용 학습 지도서를 주간
수업에 가져오도록 부탁해 둔다. 학생들의 필요와 성신의 인도에 따라 수업을 조정한다.
또한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칠 때, 이 교재에 있는 매일반 교사 공과를 참고하면 좋다.
매일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가르침을 위한 도움말 및 교수법을 공부하면 주간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쓰기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학생의 대답을 받아쓸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생각을 구술하게 하는
것을허용한다.

매주 주간 수업이 끝날 때 학생의 경전 학습 일지를 걷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격려한다.
“가정 학습반 학생용 학습 지도서”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학생들이 다음 주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경전 학습 일지를 되돌려 준다. (스테이크에서 [부름받은] 세미나리
교사는 신권 지도자와 부모의 지도하에 가정 학습반 세미나리에 등록한 세미나리 학생과
휴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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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경전 학습 일지에 적힌 과제들을 읽으면서 짧은 의견을 적어 주거나 다음에
만나서 과제를 언급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과제에 정기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학생들을
지지하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도 좋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과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철저하게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있다.

학생들이 핵심 성구를 익히는 것은 주로 가정 학습반 공과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 학습반 교사는 학생들이 가정 학습반 공과를 완수하면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그 주의 학습 단원 내용에 있는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암송하거나 복습하게 할 수있다.

기타 자료
LDS.org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nttm.lds.org)와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은 LDS.org와 휴대 기기용 복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사 교재
디지털 판본에는 공간 제약으로 본 인쇄 교재에 실리지 못한 보충 및 배경 정보, 추가 교수
제언, 미디어 자료들이 더 들어있다.

si.lds.org
수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 추가적인 교수 방안을 찾아보려면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웹사이트(si.lds.org)에접속한다.

메모 및 일지 도구
교사와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온라인 및 휴대 기기로 메모 및 일지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판본 교재에 표시하고 메모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교사 교재 및
학생 학습 지도서는 LDS.org에서 다른 형식(PDF, ePub, mobi[Kindle] 파일)으로
다운로드할 수도있다.

추가 물품
다음은 슈퍼바이저와 지역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서나, 교회의 온라인
스토어(store.lds.org)에서 구입할 수 있는자료들이다.

LDS.org의미디어 자료실

복음 그림책(물품 번호 06048 090)

경전 학습 일지(물품 번호 13256 320)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물품 번호 3686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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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org의복음 주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물품 번호 09403 320)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item no. 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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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

신약전서 소개
소개
신약전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및 속죄,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그리고 그리스도 승천 후 초기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의 인도를 받으며 베풀었던 성역이
담긴 기록이다. 이번 과는 학생들이 신약전서를 공부할
준비를 갖추며 동기를 부여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한다. 1. 구주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반복해서 권유하셨다. 2.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교수 제언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수업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우리 시대에 청소년들이 짊어진 힘겨운 짐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빈 상자나 배낭,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돌이나 책과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수업에 가져온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빈 상자를 들고 있거나
배낭을 메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칠판에 써 놓은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대답이 나올 때마다
무거운 물건을 하나씩 상자 또는 가방에 넣기를, 그 가방이 가득 찰 때까지계속한다.

• 이 짐을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들겠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된 짐들 중 몇 가지를 골라, 누군가가 그런 짐을 지고 있다면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과 부활 이후의 성역에 대해 가르치며, 거기에는
그분의 가르침, 기적, 속죄의 희생, 초기 교회 제자들을 방문하심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그분께서 전하신 가르침과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했던 교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반복되고있다.

이 주요 주제에 대한 한 예가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하신 권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자신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29~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당신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1



칠판에 소들이 메는 멍에를 그리거나, 멍에 그림을 보여준다.

멍에는 한 쌍의 소나 그 밖의 동물들이
함께 짐을 끌 수 있도록 그 둘을 묶거나
연결해 주는 나무 막대로 된
도구라고설명한다.

• 멍에의 용도와 이점은 무엇인가? (멍에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함께 멘 두 동물은 능력과 힘을 합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있다.)

• 우리가 구주의 멍에를 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주의 멍에를 메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멍에는 동물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움직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독특한, 주님의 개인적인 권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멍에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끌 때,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여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을 넘어서는
힘’(‘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8쪽)

•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을]” 수있는가?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우리가 구주께 단단히 묶여 있을 때 받는 축복은무엇인가?

구주께서마태복음 11장 28~29절에서 약속하신 “쉼”은 그분께서 항상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없애 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거나
견디도록 구주께서 종종 평안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도 더 가벼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실할 경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영이다.(교리와 성약 84:23~24참조)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함
학생들에게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신약전서를 공부하라고 권고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검표를 제공하여 매일 공부한 것에 대해 보고하도록 도울 수 있다.(이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독서표 참조)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주기적으로 나누도록 기회를 준다.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안함을 느끼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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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그들이 구주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그분에게서 쉼을 얻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교사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눌 것인지 고려해 볼 수있다.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내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그 목표에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올해
신약전서를 모두 읽는 것도 포함시키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나아오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일 또는 자신이 보았거나, 읽었거나, 들었던 무언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몹시 말해 주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을 지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몹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달라고한다.

신약전서에는 주님에게서 힘이나 가르침, 또는 축복을 받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 주기를 원했던 이들의 예가 수많이 실려 있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
요한복음 1장 37~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그의 두 제자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게되었는가?

•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알고 나서 무엇을했는가?

• 왜 안드레가 이 소식을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몹시 전하고 싶어
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는 빌립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도록 권하셨다고 말해 줌으로써,
요한복음 1장 43~44절을 요약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45~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빌립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했는가?

•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빌립의 증언에 대해 나다나엘은 어떻게반응했는가?

•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하라고권했는가?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

•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런 예들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원리가 반영되도록
칠판에 적은 문장을 완성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다음 도해를 칠판에그린다.

제1과

3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오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된다고생각하는가?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할 때
받는 큰 축복에 관하여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한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초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께 나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그리스도께로 나아옴”,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52쪽)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여기에 나오는 도해와 같이 칠판에 그린 도해에 화살표를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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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면 왜 우리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에게 구주와 그분의 복음으로
나아오도록 권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누구에게 권유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친구와 급우들에게 세미나리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와서
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47~5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나다나엘이 구주를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은 속이는 일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 나다나엘은 구주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되었는가?

• 50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믿었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 밖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에 귀를 기울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과 가르침,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여 다수의 “더 큰
일”(50절)을목격했다.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구주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간증하면서,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이 올해 배우는
교리와 원리들을 적용할 때, 그들은 자신이 짊어진 짐에 대해 구주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고대의 사도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분에게 나아오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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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

구원의 계획
소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종교
교육자들에게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구원의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가르쳤다.

“‘행복의 계획’[을] … 초반에 간단히 개괄하고 때때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 학생들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위대한 행복의 계획”[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전한 말씀, 1993년 8월 10일], si.lds.org;

또한 세미나리를 가르침: 예비 독서 자료[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4], 67~73쪽 참조)

이번 과에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며,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하는 중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 제언

영적 순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영을 초대한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간단한 영적 순서를 갖는다면 교사와 학생은 영을 느끼고 배울 준비가
된다. 일반적으로 영적 순서는 찬송, 기도, 그리고 경전 말씀에 기초한 간단한 메시지가
포함된다. 영적 순서는 학생들이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눌 때 가장 효과적이다. 영적 순서를 어떻게 계획해야 모든 학생이 올
한 해 동안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영적 순서의 일환으로, 반원들에게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찬송가, 70장) 1절과 4절 또는
구주에 관한 다른 찬송가를 부르게 할 수도 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질문한다.

• 누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중요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대답하겠는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해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린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주어도 좋다.
(유인물로 나누어 줄 경우,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칠판에 그린 도표를 완성하는

동안 그들의 도표도 완성하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이다

전세 현세 내세

6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1)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전세, (2) 이 지상에 사는 현세, (3) 육체적 사망 이후에 오게
될내세.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전세에서 겪었던 제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았고, 육체를 갖고 필멸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처럼 될
수 없었으며 그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즉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에 이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

발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 각자는 육체를 얻어야 했고 지상의 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48, 49쪽)

• 전세에서 우리는 어떤 제한 사항을겪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의 계획을 소개하셨을 때,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하나였던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적대자”를의미한다.

한 학생에게모세서 4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요구했는가?

• 2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말씀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도록 택함을 받으셨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의전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세에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도록 택함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택함을 받으신 후,
우리가 육신을 얻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를 창조하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다음 교리를
칠판의전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지구를
창조하셨다.)

학생들에게 지구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그림을 한 장 또는 그 이상 전시하는 것도좋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와 그리고 그와 같은 무수한 다른 행성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갖는 느낌에 어떤 영향을주는가?

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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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우리는 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제한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현세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겪는 상태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불멸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불멸의
육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필멸의 육신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은 죽음으로 인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필멸의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 죄가 때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항상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먼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 육체적인 죽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50쪽)

예수께서 지상에 태어나시기 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한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1장 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가 요셉에게 무엇을
선언하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교리를 칠판의현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하셨는가?

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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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우느냐 © 2015 사이먼 듀이. Altus Fine Art,
altusfineart.com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심,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복음 그림책[2009], 56, 57,
59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사망, 부활을 통틀어서 속죄라고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2:38참조)

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학생들에게 사망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잠시 후,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에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람의 영은 사망할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 학생에게
앨마서 40장 11~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해도좋다.)

예수님의 매장(복음 그림책, 58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4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이렇게질문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하신 후
곧바로 무엇을하셨는가?

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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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매장,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 프레데릭스보르
성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복사 금지.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38편 18~19,
30~3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복음이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복음이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하셨는가?

• 이런 노력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있는가?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복음 그림책, 59번; 또한 LDS.org
참조)을 가리키며,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구주께서 사망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께서부활하셨다.)

•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의 영과 육신이 재결합하며,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교리와 성약 138:17참조])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교리를 칠판의내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이렇게질문한다.

• 부활한 후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생명책은 현세에서의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하늘에서
작성하는 의인들에 대한 기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경전 안내서, “생명의
책”참조) 우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소망에 따라서도
심판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모사이야서 4:30;앨마서 12:14; 41:3;교리와 성약
137:9참조)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0장 12절옆의 여백에요한복음 5:22이라고 적어 두라고
제언해도 좋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5장 22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교리를 칠판의내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제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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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즉 승영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한 장
보여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어도 좋을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3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성전 의식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은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의내세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던졌던 다음 질문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누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중요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더 전개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맡으신 역할에 대해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해도 좋다. 여러분도 자신의 간증을
전하면서 수업을 마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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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

학습자의 역할
소개
성신, 교사, 학습자는 각각 복음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과에서 학생들은 이들의 각각 역할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번

과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며
학생들에게 복음 학습에서의 그들의 책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수 제언
복음 학습에서 성신과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한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한 청녀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영감을 받고 교화된다. 그녀는 그곳에 임재하는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며 자신이 배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 세미나리 수업에
참석하는 또 다른 청녀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따금 지루해 하며 그 수업에서 별로 얻는
게 없다고느낀다.

사랑과 존중이 깃든 학습 환경 조성하기
본 과정을 시작하면서 사랑과 존중, 목적이 있는 배움의 장을 조성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학생들이 친구 및 교사들의 이름과 관심사, 재능과 장기, 어려움을 알아 가며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도록 돕는다.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다.

• 이 두 청녀가 똑같은 세미나리 수업에 참석하면서 그처럼 다른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 청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것이다. 첫 번째 청녀는 미리 영적인 학습 경험 을 좀 더
했기에 그것을 기초로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청녀는 다른 관심사로 주의가 산만했을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세미나리에서의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리와 원리들을 오늘 수업에서
찾아보라고한다.

세미나리처럼 복음을 배우는 상황에서 성신, 교사, 학생은 각각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26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는요한복음 1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신의 역할을 몇 가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서 성신의 역할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교리를 찾아야 한다.성신은 진리를 가르친다.)

• 성신이 언제 진리를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교리와 성약 8편
2~3절을 참조하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50편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찾아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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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낭독하기 전에, 이 성구들은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임된 교회의 초기 회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설명한다.

•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교리와 성약 42:14참조)

한 학생에게니파이후서 33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 성신은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성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미치는가?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전하는 성신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88편 1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배움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배움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연구와 신앙으로 구해야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교사는 설명하고, 시연하고, 설득하고, 간증할 수 있으며, 위대한 영의
권능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성신의 증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만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마음속의 문을
열어줍니다.”(“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7쪽)

• 이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알아내도록 돕는다.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하면,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해 준다.이 진리를 칠판에 적을지 고려해본다.)

신앙은 수동적인 믿음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나타낸다.

• 신앙으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신앙으로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위해, 축구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잠시 나와 달라고 한다. (이 활동을 바꾸어서 농구, 악기, 저글링, 넥타이
매기, 등을 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을 나오라고 해도 좋다.) 그 자원자에게 축구 팀에
들어가서 선수로 뛸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다. 그
자원자에게 여러분의 가르치는 능력과 그 자신의 배우는 능력을 믿느냐고 묻는다. 그런 후
드리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으로 보여 주지만, 그 자원자가 그것을 직접 해 보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런 후 공을 어떻게 패스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고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 공을 자원자에게 패스하지만, 그 자원자가 여러분에게 공을 패스해 보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 공을 도로 가져간다. 경기장 밖으로 나간 공을 다시 안으로 던지는 기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후 자원자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자신이 축구 팀에 들어가서 뛰기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다고 여기는가? 왜
그렇게생각하는가?

제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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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이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축구를 능숙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싶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하는가?

• 이 예는 신앙으로 배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영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해야만한다.)

한 학생에게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신앙으로 배우는 것에 관하여 베드나 장로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 보라고 한다.(이
말씀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할 수도있다.)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배우는 사람은
성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가르침, 간증하는 권능, 확신을
주는 증거를 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무된 행동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성신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것입니다. …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교사가 강연과 시범, 혹은 경험에 의한 실습을 통해 학생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20쪽)

• 영이 임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해 주도록, 우리는 어떤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일 수있는가?

주: 이 시점에서교리와 성약 88편 122절을 읽은 뒤, 교실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토론하면 적절할것이다.

• 세미나리 수업 중에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태도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있는가?

•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하는 학생이 세미나리에서 겪는 경험은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험과 어떻게다르겠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을 펴라고 한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경험 중에서,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하면 어떻게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해 주는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4장 18~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을 하도록권유하셨는가?

• 그들이 보인 반응은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본보기가되었는가?

베드로가 행동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에, 그는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기간 내내 그분과 함께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베드로는 구주의 권유대로 그분을 따르는
데 주의를 기울였기에, 구주께서 정기적으로 전하시는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 베드로는 구주의 권유로 물 위를 걷기까지 했다.(마태복음
14:28~29참조)

학생들에게 한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마태복음 16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제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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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하셨는가?

•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의 그 다음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구주의 질문에 대해 어떤 응답을했는가?

•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설명하셨는가?

•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게 우리가 이번 과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한 본보기가되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을 것인지 고려해 볼 수도있다.)

• 여러분이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했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성신은
복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의 역할을 다했는가? (학생들에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좀 더 배우기를 구하면서 했던 학습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이 경험을 나누기를 꺼리지 않는다면, 몇몇 학생에게 그들이 적은 경험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또한 여러분도 토론한 진리에 대해 간증하며 경험을 나누면 좋을것이다.

학생들에게 신앙으로 배우고 성신이 마음속에 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두 가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겠다고
생각한 일을 적으라고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전하면서 수업을마친다.

“젊은이 여러분, 세미나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교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배운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용하십시오.”(“세미나리에 참여하십시오”, 2011년 8월 12일,
seminary.l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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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

경전 공부
소개
이번 과에서 학생들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과, 세미나리 신약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신약전서

전체를 읽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경전 공부를 향상하는 방법들도 배울 수 있다.

교수 제언
매일 효과적인 경전 공부의 필요성

학생들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로서 학생들이 경전에서 배우고, 경전을 사랑하며,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돕는 일보다
학생들의 삶에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교사는 또한 학생들의 꾸준함과 진척도를
측정하는 적절한 점검표를 사용하여 그들이 매일 자신의 공부에 대해 책임지게 할 수 있다.

다음 설문지를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준다. 학생들에게 각 지문을 숙고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라고 한다. 표시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이번 수업 시간 동안 경전 공부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은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충분히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 생수의 보고입니다. …

매일 일상 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상당량을 잃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몸의 세포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하며,
매일 우리 몸에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가끔씩만 물을 보충하고 그 사이 오랜
시간 동안 탈수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에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생수의 흐름은
이따금씩 홀짝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생수의 보고”[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7년 2월 4일], 1, 7쪽, broadcast.lds.org)

•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얻는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우리 시대에 거룩한 경전이 지니는 가치
학생들이 우리 시대에서의 경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의
축복[The Blessings of Scripture]”(3:04) 영상을 보여 주어도 좋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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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치른 희생을 설명한다.
영상을 보여 줄 경우,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그들이 이해했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분 56초 화면)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런 후 영상을 계속 보여 준다. 영상이 끝나면,
“영상을 시청한 후에 …”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이어서 수업을 계속진행한다.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학생 네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 중 다음 부분을 읽어 달라고한다.

1. “1536년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 근처에 있는 빌보르드 성 지하감옥에서
쇠약한 죄수 한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1년 반 가까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 밖 기둥에 묶인 이 죄수는 큰소리로 ‘주님,
영국 왕이 눈을 뜨게 하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시신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 죄목은 무엇일까요?”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2쪽)

2. “이 죄수의 이름은 윌리엄 틴들입니다. 틴들의 죄목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평민에게 경전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한 성직자와 벌인 격한 논쟁에서 틴들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신다면 나는 몇 년 안에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도
경전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만들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

많은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은 윌리엄 틴들 전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 이들이 알았고, 우리도 알아야 할 그것, 바로
경전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을 얻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16세기 영국인들이 이해했고, 우리 또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경전의
축복”, 32쪽)

반원들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른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세 번째 학생에게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한다.

3. “틴들이 살았던 시대에 경전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 특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과 또 다른 경전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전에 대한 무지가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전을 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상이 알았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경전의 축복”, 33쪽)

반원들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마땅히 경전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네 번째 학생에게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고한다.

제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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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과 함께 900쪽에 달하는 또 다른 경전, 즉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과 함께 끊임없이 경전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경전의
축복”, 35쪽)

영상을 시청한 후에(또는 네 번째 학생이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경전을 공부할 필요성에 관하여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오늘날 경전의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크다.

• 오늘날 경전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우리 시대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의 세상 상황들을 설명하는 서한을 썼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5,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만연하게 될 몇 가지 죄와 태도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들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와 어구의 의미를 알도록
주석을 참조하도록지도한다.)

• 여러분은 이 성구들에 열거된 죄와 태도 중에서 어떤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목격하였는가?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4~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안전을 찾을 수있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 을/를 받을
수있다.

•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 따르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교정,
가르침을 받을 수있다.

칠판에서 완성한 이 문장은 원리의 한 가지 예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교리는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경전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우리는 교리와
원리를 찾고, 그 의미를 숙고하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경전
공부를 할 수있다.

칠판에 적은 원리로 다시 주의를돌린다.

•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지혜, 교정,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한 결과로서 지혜, 교정, 또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도좋다.)

제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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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신약전서 읽기
이 세미나리 학습 과정의 기대치 중 하나는 학생들이 신약전서 전체를 읽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세미나리 졸업장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학생들이 이 세미나리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신약전서를 읽도록 격려한다
표준 경전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이 담겨 있는 영감받은 기록이다. 이 경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친다. 이 표준 경전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며, 집합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준다. 학생과 교사는 이 신약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신약전서 전체를
읽고 공부해야 한다.

신약전서 전체를 읽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결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약전서 전체를 읽는
것은 그런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물(또는 청량음료)이 가득 들어 있는 투명한 유리컵 두 개를 보여 준다. 학생 두 명을
나오게 해서 각각 유리컵 옆에 서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빨대 한 개를 준다. 다른
학생에게는 빨대 일곱 개를 테이프로 붙여서 다발로 묶은 것을 준다. 그들에게 각자 받은
빨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 물을 모두 마시라고 한다. (빨대 한 개를 사용한 학생은 끊김
없이 빨아들여서 제일 먼저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학생은 일곱 개의 빨대로 물을 모두
빨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 두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 뒤,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이 활동은 신약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신약전서 전체를 읽는 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는가? (빨대를 일곱 개 사용한 학생은 경전의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빨대 한 개를 사용한 학생은 매일 조금씩 경전을 읽는 사람과같다.)

학생들이 조금씩 꾸준히 읽음으로써 어떻게 신약전서 전체를 읽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신약전서 페이지 수(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의 신약전서는 422~423쪽까지
있음)를 신약 과정을 끝마치는 날짜까지의 총일수로 나눠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
과정이 일 년에 280일 동안 공부하게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신약전서를 모두 읽기 위해 하루에 대략 1.6페이지 정도 읽어야 할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부지런히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간증한다.
학생들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지혜, 교정,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성신의 동반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것이다.

다시금 칠판에 적어 둔 원리들로 주의를 돌리며,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매일
시간을 내어서 개인 경전 공부를 하고 신약전서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경전 학습 일지에 그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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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과

신약전서의 배경 및 개요
소개
이번 과에서 학생들은 신약전서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이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와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데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도 함께 다룬다. 학생들은 또한
신약전서의 구성에 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교수 제언
신약전서의 배경

시각 자료를 사용함
지도와 도표를 비롯한 실물 및 그림은 학생들이 경전을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런 시각 자료는 토론을 이끌어 낼 때 효과적이다. 실물이나 그림을
전시해 두면,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올 때 학습 분위기가 증대되고 탐구심이 고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복음 그림책[2009], 63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종이 같은 것으로
스데반(푸른색 두건을 쓴 남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가린 채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이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그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 손을 뻗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그림의 나머지
부분을 보여준다.

• 전체 그림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묘사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7장 56~59절을 읽으라고한다.

• 이 그림에서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경전을 이해하는 일에 어떻게
비유될 수있는가?

이 활동은 경전 구절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문맥(context)이란 어떤 경전 구절 한 토막의 글, 사건 또는 기사와 관련이 있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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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알려 주는 상황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신약전서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에 익숙해질 때, 그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설명한다.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의
유대교 지도자들

한 학생에게니파이후서 10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일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선지자 야곱이 어떤 단어나 문구를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곱은 일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였는가? (5절에 나오는
사제술[priestcrafts]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보다는
“이익과 세상의 칭찬”[니파이후서
26:29]을 얻으려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사제술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주로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있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16, 2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이 성역을 베풀던 당시의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어떻게묘사하셨는가?

• 구주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눈 먼 인도자”로 칭함으로써 그들에 관하여
무엇을가르치셨는가?

모세의 율법에 추가된 것들과 그 밖의 거짓 철학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는지를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에 원을 하나 그려 놓고 그 중앙에모세의 율법이라고 적는다. 그 원의 둘레를
따라서 원을 하나 더 그린 후,구전 율법이라고쓴다.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교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규칙과
해석을 모세의 율법에 덧붙였다고 설명한다. 구전 율법, 구전된 전통, 또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다양하게 알려진, 이 추가된 규칙과 해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런 규칙 중 하나를 직접 보여 주기 위해,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들에게 매듭이 하나 있는 끈을 하나씩 준다. 한 학생에게는 한
손만을 사용하여 그 매듭을 풀라고 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양손을 사용하여 매듭을 풀라고
한다. 그들이 매듭을 풀어 보려고 애쓴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구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양손을 사용하여 매듭을 푸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 손만을 사용하여 매듭을 푸는 것은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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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만든 규칙을 하나님의 계명에 추가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일부 유대교 지도자들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들은 순수한 종교의 간결하고 단순한 것을 제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다수
덧붙였다. 그들은 의례와 행위로 그것을 치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방식을 취하여 그것을 의례와 행위로 채워 구속적이고,
단축적이며, 억압적인 방식으로 변질시켰다. 주님의 율법의 살아 있는 정신은
그들의 손에서 유대교 의식주의라는 죽은 문자가 되었다.”(The Mortal
Messiah, 4 vols. [1979–1981], 1:238)

• 맥콩키 장로에 따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여서 무엇을했는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배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비록 그들 사이에서
아론 신권의 권세와 의식은 계속되었지만, 유대인들 다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대로의 참된 종교 행위와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교리와 성약
84:25~28참조) 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이 순수한 종교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보다우선시되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와 구전된 몇몇 전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려고공모했는가?

배도적인 유대교 전통과 더불어 그 밖의 거짓 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부활의 실재성을 거부하게 되었다.(고린도전서 15:12
참조) 따라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불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않았다.

외세의 지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야에 대한 기대
다음 단어들을 칠판에 적는다.바벨론, 바사[페르시아], 마케도니아(그리스),로마.

• 유대인과 관련하여 이 고대 제국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유대인을
정복하고지배했다.)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다음 유인물을 나눠준다.

신약전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한 시기 동안 독립국의 지위를 누린 것을 제외하면, 500년 이상
동안 피정복민으로 생활했다. 유대인의 애국자 가문인 마카비 일족이 주도한 반란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160년 전에 독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무렵에는 로마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태였다. 마카비 가문으로 장가든 헤롯
왕(헤롯 대왕으로도 알려짐)은 로마 당국의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로마제국의
지배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야가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들은 메시야가
자신들을 로마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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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유인물을 읽고 그룹별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좋다.)

•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있었는가?

• 왜 이런 그릇된 기대를 품은 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었다고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겸손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야이자 구주임을 알아보았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25~3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인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0~3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지상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하셨는가?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보여 주었던 스데반의 사진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언급한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을 잊지 말라고 권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구주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신약전서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1~3)에서 “The Intertestamental Period”과 “The
New Testament Setting”을 참조한다. 이 교재에는 사마리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서기관, 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되어있다.)

신약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10초간
보여 준 후 그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상세하게 적어보게 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베데스다 못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복음 그림책[2009]
42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보여
준다. 10초 후, 그림을 내려놓고 그 장면을
각자 글로 묘사해 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뒤, 몇몇 학생에게 그들이
묘사한 내용을 반원 앞에서 읽어
달라고한다.

• 여러분이 모두 똑같은 그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르게 묘사한
이유는무엇인가?

• 한 사건에 대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왜 도움이되는가?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 저자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는다.마태, 마가, 누가,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각각 구주의 삶에서 있었던 사건과 가르침들을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기록은 복음서로 불린다.복음[Gospel]이란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각 복음서의 제목이 “마태의 간증”과 같이 ‘복음’에서
‘간증’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을지적한다.

제5과

23



•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둘 이상의 복음서 또는 간증을 갖는 것이
왜유익한가?

사복음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과 관점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 구주의 삶과 그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푸신 지상 성역에 관한 사건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경전 안내서, “복음서”참조)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개요” 축약본 도표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주어도 좋다. 전체가 다 나오는 도표는 이 교재의부록에 실려 있다.

학생들에게 그 도표를 사용하여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찾아보라고한다.

• 그 도표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얼마 동안 지상에서 성역을베푸셨는가?

•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대부분 어디에계셨는가?

학생들에게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사복음서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도표를
사용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성경의 목차를 펴 보라고 한다. 사복음서에는 구주의 성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베푼 성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과 로마제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지부들을 세웠다. 이
사도들의 행적과 기록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속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지를 알
수있다.

여러분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할 것인지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축복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제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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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구원의 계획—신약전서
소개 및 배경(1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1단원에 해당하는 네 개의 가정 학습 과를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들에 대한 요약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알면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요약 부분은 공과의 일부가 아니며,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마련된 것도 아니다. 1단원에 대해 여러분이 가르칠 공과는 요약 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교리와 원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때때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영의 속삭임을 받아 그 밖의 것들을 복습하거나 토론하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날(구원의 계획)
학생들은 구원의 계획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세에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도록 택함을 받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 아래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날(학습자의 역할)
학생들은 성신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기를 구하면,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해 준다는 원리를 찾아내었다.

셋째 날(경전 공부)
학생들은 신약전서 전체를 읽는 것과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오늘날 경전의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는 것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지혜, 빛, 진리, 교정, 및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 즉 영적 자양분을 얻는다는
원리를 찾아내었다.

넷째 날(신약전서 소개 및 배경)
학생들은 신약전서의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에 익숙해질 때, 그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께 나아올 것을 권유하려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이번 과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오는 한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신약전서를 공부할 준비를 갖추며 동기를 부여받도록
마련되었다.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신에게 나아오라는 구주의 거듭되는
권유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배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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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신약전서 소개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수업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우리 시대에 청소년들이 짊어진 힘겨운 짐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빈 상자나 배낭, 그리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돌이나 책과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교실에 가져온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빈 상자를 들고 있거나
배낭을 메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칠판에 써 놓은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대답이 나올 때마다
무거운 물건을 하나씩 상자 또는 가방에 넣기를, 그 가방이 가득 찰 때까지계속한다.

• 이 짐을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들겠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된 짐들 중 몇 가지를 골라, 누군가가 그런 짐을 지고 있다면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신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과 부활 이후의 성역에 대해 가르치며, 거기에는
그분의 가르침, 기적, 속죄의 희생, 초기 교회 제자들을 방문하심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그분께서 전하신 가르침과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했던 교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반복되고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주요 주제에 대한 한 예가 들어 있으며,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하신 권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자신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29~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당신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칠판에 소들이 메는 멍에를 그리거나, 또는 멍에 그림을 보여준다.

멍에는 한 쌍의 소나 그 밖의 동물들이
함께 짐을 끌 수 있도록 그 둘을 묶거나
연결해 주는 나무 막대로 된
도구라고설명한다.

• 멍에의 용도와 이점은 무엇인가? (멍에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함께 멘 두 동물은 능력과 힘을 합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있다.)

• 우리가 구주의 멍에를 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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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주의 멍에를 메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멍에는 동물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움직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독특한, 주님의 개인적인 권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고
그분이 메신 멍에를 함께 멘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끌 때,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여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을 넘어서는
힘’(‘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8쪽)

•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을]” 수있는가?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우리가 구주께 단단히 묶여 있을 때 받는 축복은무엇인가?

구주께서마태복음 11장 28~29절에서 약속하신 “쉼”은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없애 주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거나
견디도록 구주께서 종종 평안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도 더 가벼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실할 경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영이다.(교리와 성약 84:23~24참조)

학생들에게 그들이 구주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그분에게서 쉼을 얻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는 내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그 목표에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올해
신약전서를 모두 읽는 것도 포함시키라고한다.

신약전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
신약전서의 각 기록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 저자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는다.마태, 마가, 누가,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각각 구주의 삶에서 있었던 사건과 가르침들을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기록은 복음서로 불린다.복음[Gospel]이란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각 복음서의 제목이 “마태의 간증”과 같이 ‘복음’에서
‘간증’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을지적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둘 이상의 복음서 또는 간증을 갖는 것이
왜유익한가?

사복음서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과 관점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 구주의 삶과 그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푸신 지상 성역에 관한 사건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학생들에게 1단원: 넷째 날 공과 끝에 나오는 “예수

가정  학습반  공과 :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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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생애 개요” 도표를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도표를 사용하여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찾아보라고한다.

• 그 도표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얼마 동안 지상에서 성역을베푸셨는가?

•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대부분 어디에계셨는가?

학생들에게 신약전서를 공부할 때 사복음서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도표를
사용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성경의 목차를 펴 보라고 한다. 사복음서에는 구주의 성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베푼 성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과 로마제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지부들을 세웠다. 이
사도들의 행적과 기록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속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지를 알
수있다.

교사는 신약전서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눌 것을 고려해 보고, 학생들에게 그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들 자신에게 축복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1~5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이생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될것이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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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소개
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기적을 포함하여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구 중 일부가 나온다. 학생들은 마태복음을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과 말씀에 친숙하게 되고,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세상의 구주이자 약속된 메시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할
수있다.

누가 마태복음을 썼는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며, 그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마태복음 9:9;마가복음 2:14;누가복음 5:27~28; 경전 안내서,
“마태”참조) 마태는 개종한 후에, 구주의 십이사도 중 한 명이 되었다.(마태복음 10:2~4
참조) 사도로서 마태는 자신이 서술한 사건들의 대다수를 직접 목격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 이 복음서에 붙인 “마태의 간증”이라는 제목이 이를뒷받침한다.

마태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마태복음이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주후 1세기 후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없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경전 안내서, “마태”참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행위들을 기록하면서 자주 구약의 예언들을
언급하며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예를 들면,마태복음 4:14; 8:17;
13:35; 21:4참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적법한 계승자이며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열두 차례 사용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과 유다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마태복음 1:1~3참조) 예수님이 통치할 권리를 지니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역할을 맡으셨음을 보여주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약 42퍼센트는
독자적으로 이 복음서에만 있는 내용이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이다. 마태는 “천국”을 여러 번 언급했고,
복음서 저자들 중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시켰다.(마태복음
16:18; 18:17참조)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의 성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의 유사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둘 다 유아였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의 계략에서 목숨을 구했으며(출애굽기
2:1~10;마태복음 2:13~18참조), 둘 다 애굽에서 나왔고,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으며(출애굽기 19~20장;마태복음 5~7장참조), 둘 다 백성을 구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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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마태복음 1~4장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을 언급한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 꿈에서 인도를 받은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며, 이후에 나사렛으로 간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베푼다. 구주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지상 성역을시작하신다.

마태복음 5~7장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전하신다.

마태복음 8~12장구주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며, 악령을
내쫓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에게 자신이 한 대로 행할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신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
안식일에 병자를고치신다.

마태복음 13~15장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신다. 침례 요한이 처형을 당한다.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걷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한다.

마태복음 16~18장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간증한 후에, 구주께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에게 주실 것임을 내비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변형되시고, 그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권 열쇠를 받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침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가르치신다.

마태복음 19~23장구주께서 결혼의 영원한 속성에 대해 가르치신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신다. 그분이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슬퍼하신다.

마태복음 24~25장;조셉 스미스—마태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가르치신다.

마태복음 26~27장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성찬을 제정하신다.
그런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고,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유대인과 로마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뉘어지신다.

마태복음 28장부활하신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명하신다.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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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과

마태복음 1~2장
소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했으며,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신성한 혈통을 알렸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 요셉은

꿈에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니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교수 제언

교재 활용하기
수업을 준비하며, 각 성구를 공부할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살펴본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여러분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준비를 하도록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은 해당
경전 구절에 대한 교수 제언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의
필요 사항과 상황에 맞게 교수 제언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태복음 1:1~17
예수님의 계보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을 한 장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적 특징을 찾을 수 있겠냐고 묻는다. 또는 몇몇 학생들에게 부모님 사진을 가져오게
한 뒤, 반원들에게 누구의 부모님 사진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특징들(예: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신장)을 서로
이야기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2장을 공부하면서, 구주의 부모에 대한 진실과 그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특징이나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의 신성한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난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될것이다.

마태복음 1장 1~17절에는 구주의 조상들이 열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고지적한다.

구약전서에는 메시야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며(사무엘하 7:12~13;이사야 9:6~7;
예레미야 23:5~6), 아브라함의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창세기 22:18; 또한
아브라함서 2:11참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마태는 예수께서
메시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음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마태복음
1:22~23; 2:5, 15, 23; 26:55~56참조)마태복음 1장 1~17절에 나오는 계보에는
예수께서는 약속된 메시야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정당한 상속자임을 보여준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를 찾아보고,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그리스도[Christ]는 아람어 단어인메시야[Messiah]의 그리스어 형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으셨는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 구원자”가 되도록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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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을 받으셨다.[경전 안내서, “메시야”, scriptures.lds.org; 또한 경전 안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참조])

마태복음 1:18~25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신성한 혈통을 알리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로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한다.마태복음 1장
18절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약혼한 사이였다. 이는 그들이 정혼했거나 혼약을
맺었으므로, 서로에게 법적인 의무는 있었지만 아직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게 되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돌로 치는 형벌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파혼하려 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이 성구를 통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고심하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말했는가?

학생들이 “성령으로”(마태복음 1:18, 20)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친자이며 문자 그대로 자녀이다. … 마태가 기록한 바,
‘마리아가 …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마리아가
성신의 권능으로 잉태[했다.]’ (마태복음 1:18)가 된다. … 앨마는 다음과 같이
예언함으로써 주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 완벽하게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앨마서 7:10)”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82)

•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혈통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의 성스러운 아들이시다.학생들에게 이 교리를마태복음 1장 18~25절옆의
여백에 적어 두라고 해도좋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특징이나 특성 몇
가지를 다시 언급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의 성스러운 아들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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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엘로힘에 의해
잉태되었다. … 그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필멸의 능력과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아기 예수는 그의 부모 곧 불멸의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인 여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인 신체적, 정신적, 영적 특성과 성격과
권능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83쪽)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어떤 특성을 물려받았는가? 그분은
어머니에게서 어떤 특성을물려받았는가?

예수께서는 불멸의 아버지와 필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죽을 능력뿐만
아니라, 원할 경우, 영원히 살 능력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한다. 이런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실 수있었다.

마태복음 2:1~12
박사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되다

학생들에게 세 개의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림을그린다.

• 구주께서 탄생하신 후에 누가 그분께 예물을 가지고왔는가?

마태복음은 박사들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서라고 설명한다.
다음 퀴즈를 유인물로 나눠 주거나, 아니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질문을

칠판에 적어 둔다. 학생들에게 몇 분간 시간을 주어, 다음 질문들을 읽고 답을 적게한다.

여러분은 박사들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1. 박사들은 메시야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2. 박사들은 왜 메시야를 찾으려 했는가?
3.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야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4. 헤롯 왕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5. 그 대신에 박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나서,마태복음 2장 1~1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퀴즈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 박사들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해 달라고 한다. 11절과 16절에
나오는 세부 내용을 보면, 박사들이 이 거룩한 가족에게로 인도되었던 때가 예수의 탄생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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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보았고, 그때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에 “baby”가 아닌 “young child”로 나옴—옮긴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메시야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한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마태복음
2:13참조)

• 박사들은 어디에서 메시야를 찾아야 하는지를 어떻게알았는가?

• 구주를 찾았던 박사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도와준다.우리가 진심으로 부지런히 구주를
찾으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인도될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구주를 부지런히 찾을 수있는가?

• 박사들은 구주를 찾았을 때 무엇을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구주께 예물을 드렸던
한 가지 목적은 그분을 경배하기위해서였다.)

• 구주께 예물을 드렸던 박사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주님께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선물을 구주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종종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

여러분에게나 여러분의 삶에서 불결하거나,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구주에 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좋은 습관이나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택하여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되게 한다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회개와 순종의 선물이 대가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합당한 선물일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2쪽)

• 여러분은 구주께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상고하며, 어떤 선물을 구주께 드려야 한다고
느끼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
준다. 그러고는 이런 선물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것인지 계획하라고한다.

마태복음 2:13~23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다
마태복음 2장 13~23절에 따르면, 박사들이 메시야가 있는 곳을 헤롯 왕에게 알려 주지
않고서 “고국에 돌아[가자]”(마태복음 2:12), 헤롯 왕이 분노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는
메시야를 죽이고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명하였다.

마태복음 2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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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장 15~23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요셉에게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으며,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정착했다.

• 요셉이 영적인 것들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되었는가?

• 우리는 요셉에게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영에 민감하면, 계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영에 더 민감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받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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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

마태복음 3장
소개
침례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다.

교수 제언

세미나리의 목적
세미나리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도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사 및 지도자 지침서”[2012], si.lds.org) 수업을 준비하면서,
매일 이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정한다.

마태복음 3:1~12
침례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전파하다
학생들에게 반원 중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가져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에 그 학생이 물건을 가지고 갈 때마다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물건들도 계속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다음
질문을한다.

• 여러분은 이 학생의 사과에 대해 어떤 생각이들겠는가?

• 이 학생의 행위는 성의 없이 회개하려는 것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3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사람들이 구주의 성역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침례 요한은 누구였는가?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으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다. 그는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13편;
84:27~28참조])

• 요한은 무슨 일을 하고있었는가?

•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촉구했는가?

이사야와 그 밖의 선지자들이 요한의 사명을 예언했다고 설명한다.(이사야 40:3;말라기
3:1;니파이전서 10:7~10참조) 요한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고 물로 침례를 줌으로써
메시야(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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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외치고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3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신권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에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87~188쪽참조])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3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누구에게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요한은 누구에게말했는가?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종교 단체의 하나로, 그들의 이름은 분리 또는 따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사람이 만든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추가한 구전 율법이 모세의 율법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다.(경전 안내서, “바리새인”참조) 사두개인은 유대인
가운데서 수적으로 소수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집단으로, 모세 율법을 글자
그대로 정확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생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경전 안내서, “사두개인”참조)

•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무엇이라고불렀는가?

가능하다면, 팔레스타인 독사 사진을
전시하고, 그 뱀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독사라고 설명한다. 독사는 야행성이며,
일반적으로는 사냥할 때 몰래 숨어 있다가
먹이감에게 살금살금 다가간다. 위협을
느낄 때에는 몸을 또아리 틀고 있다가, 쉭
소리를 내며, 상대를공격한다.

• 왜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영향력과 거짓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주의를 돌리자,
그들은 요한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다음 말이 나와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3장 34~36절(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appendix)에 나오는 다음 성구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가르침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또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보내심을 받아 증거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이에 너희의 죄들을 너희가 가리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만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일으킬 수 있노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있느니라.

• 요한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하면, 누구를 또한
거절하는 것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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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요약하겠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문구를 칠판에쓴다.

학생들이 이 문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상징되는 경우가 있다고 짚어 준다. 열매 한 개를 보여 주거나
그림으로 그린 후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행위를 나타낸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상상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 한다.(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가져가고 사과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되풀이한다.)

• 그 학생은 자신의 소망과 행위를 통해 회개의 원리를 제대로 나타내 보였는가? 왜
그렇지 않은가? (사과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가져갔다.)

•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마태복음 3:8)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소망과 행위를 바꿀 때,
우리는 주님께 참된 회개를 나타내 보이는것이다.

•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어떤 소망과 행동으로드러나는가?

학생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에 다음 예들을 열거한다.학교에서 부정
행위를 함, 형제자매들에게 못되게 굶, 다른 학생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괴롭힘,
욕설을 함,외설물을 봄.학생들에게 이런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결국엔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박탈당하게 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바꿀 필요가 있는 소망이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소망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참된 회개를 나타내 보이도록격려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3장 1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침례 요한은 구주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말은 침례 성약과 의식의 후반부인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성신은 마치 불로써 하듯이
우리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정제한다.(니파이후서 31:13~14, 17참조)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성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의인들(밀)과 그분을
거절하는 악인들(가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설명한다.

마태복음 3:13~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다

침례를 받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침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에는 구주의 침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침례와 구주의 침례 사이에 유사점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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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는가?

어떻게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짝끼리마태복음 3장 13~1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누가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는가? (칠판에 적은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는가?옆에
침례 요한이라고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가셨는가? (학생들에게 요한은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당시
침례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지닌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킨다.침례 요한옆에
합당한 권세라고쓴다.)

• 16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침례받으셨는지를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셨음을 나타낸다고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킨다.어떻게
받으셨는가?옆에침수로써라고쓴다.)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오셨을 때 요단 강에 자신도 있었다고 상상해
보라고한다.

• 요한은 처음에 구주께 침례를 베풀기를 왜 주저했는가? (그는 예수께서 자신보다
지위와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알았다.)

• 1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왜 자신이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문구를 칠판에 적은왜 받으셨는가?옆에쓴다.)

• 이 문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모두 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구원의 의식을 받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으며, 영생을 얻는 데
필수적인 의식을 받으셨다.(니파이후서 31:4~11참조)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사용하여,마태복음 3장 13~17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권세를 지닌 자에게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에필수적이다.

• 여러분의 침례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신 침례와 어떻게비교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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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3장 13~17절에서는 신회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조용히 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 성신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동안, 신회의 각 구성원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 강에 계셨고, 성신은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성신은 실제로 비둘기로 변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둘기는 성신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음을
나타내는 표적 또는상징이었다.)

• 이 성구들은 신회에 관해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서로 다른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신회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신회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것이다.

학생들이 신회의 각 구성원에 대한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경전 안내서에서 “하나님, 신회”를 찾아보게 한다. 각 그룹에서, 세 명의
학생 각자에게 신회의 구성원 중 한 분씩을 지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각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라고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 대한 간증을
반원들에게 나눠 달라고 할지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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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과

마태복음 4장
소개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셨다. 이 경험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 예수께서는 경전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각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구주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을 부르시며
자신을 따르게 하셨고,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셨다.

교수 제언

수업 속도 정하기
수업의 첫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급하게 진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의 각 부분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대부분의 경우 가르칠 시간에 비해 가르칠
내용이 더 많으므로, 여러 성구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요약할 것인가를
결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4:1~11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다
자원하는 학생 한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에게 30초 동안 교실 안에 있는
물건 하나에 시선을 집중하고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말라는 도전 과제를 준다. 시간
측정이 시작되면, 그 학생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어, 화려한
색상의 물건을 보여 주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그 학생에게 음식을 준다. 30초가
지나면, 그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어떻게 계속 집중할 수 있었는가?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또는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무엇인가?

• 30초 동안 무엇에 대해생각했는가?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이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마음을 집중하려 애쓰는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이 학생의 주의를 흩뜨리려는 시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는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유혹)

• 사탄은 왜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가? (니파이후서 2:17~18, 27참조)

학생들에게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유혹을 물리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지상 성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4장 1~2절에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을
읽어 달라고 한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시더라.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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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교통하다[commune]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또는 친밀한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 성역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 예수께서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이 시간을 보내신 후에, 사탄이 무엇을
하고자하였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각 조에게 다음 도표를 유인물로 나눠 주거나,
그들에게 이 도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똑같이 그리라고한다.

마태복음 4:1~11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도록 유혹한 것 예수님이 유혹에 대응하신 방법

마태복음 4:3~4

마태복음 4:5~7

마태복음 4:8~11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도표에 나오는 성구를 읽고 도표를 완성하라고 한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 5, 8절의 내용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구주를 이 성구들에 묘사된 여러 장소로 데려간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정정했다고 설명한다.(또한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4:5 ; Luke 4:9참조)

학생들이 도표를 완성하고 나면, 몇몇 조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발표해 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있다.

• 사탄이 금식하신 예수께 돌을 떡으로 바꾸도록 유혹한 것은 어떤 욕구에 호소한
것이었는가? (그는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호소하려했다.)

•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는 사탄의 제의는 어떤 점에서 거짓이었는가? (사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겠다고 했으며, 또한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보상으로
주겠다고약속했다.)

• 이 기사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 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하거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며 반복해서
우리를유혹한다.)

예수께서는 결국 자신의 허기를 채우실 것이며, 심지어 지상의 물질을 음식으로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한다.(요한복음 2:1~11참조) 그분은 또한 자신의 성역에 대하여
신성한 확인과 도움을 받으실 것이며(마태복음 17:1~5;누가복음 22:41~44참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스가랴 14:9;요한계시록 11:15참조) 그러나
예수께서 이 훌륭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법을 기다리는 대신에,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대로 하셨다면, 그것은 구주의 권능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탄의 제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었다. (제프리 알 홀런드, “불편을 겪으신 메시야”,성도의 벗, 1989년 3월호,
19~24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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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유혹에 대한 구주의 대응들 사이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경전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사탄의 각 유혹에대응하셨다.)

학생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구주의 모범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지 적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찾은 원리를 칠판에 적게 한다.
학생들이 찾은 원리를 나눌 때, 다음 원리를 강조한다.우리가 경전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떠올리고 적용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학생들이 찾은 원리에서 이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칠판에 적은 문장들에 이 원리를덧붙인다.

구주께서는 각 유혹에 대해 올바른 행동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경전 구절을
떠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전 구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적용하셨다고설명한다.

• 경전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떠올리고 적용하는 능력에 대해 우리가 찾은 원리를
고려해 볼 때,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각 조의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고, 그 위에 세 개의 칸을 그리게 한다. 첫째 칸에
또래의 청소년들이 범하도록 유혹받을 수도 있는 죄를 세 가지 적으라고 한다. 둘째
칸에는 첫째 칸에 적은 각각의 죄를 범하도록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꾀는지 한 가지씩
적게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조 학생들과 종이를 맞바꾸라고 한다. 그런 후에, 종이에
열거된 각 죄에 대해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담긴
성구를 하나씩 찾게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참조하라고 할 수도
있다.창세기 39:9;요한복음 14:15; 또는교리와 성약 10:5.) 학생들에게 그 참조 성구들을
셋째 칸에 적으라고한다.

시간을 몇 분 준 후에, 조별로 종이에 나오는 유혹 중 하나에 대해 그들이 찾은 참조
성구를 발표하라고 한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경전 구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경전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떠올리고 적용한 덕분에 힘을 얻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떠올리고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성구 하나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자신이 선택한
경전 구절을 암기하라고권한다.

마태복음 4:12~17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거주하시다
마태복음 4장 12~1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으며,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셨다고 설명한다. 마태는 구주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성역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사야
9:1~2참조)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 16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사야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표시하라고 제안해도 좋다. 이 예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신다.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하늘 왕국이 백성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회개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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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4:18~22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을 부르시어 자신을 따르게 하시다
어부들을 부르심(복음 그림책[2009], 37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배의 앞쪽에 있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알려준다.

• 그들은 그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평범한 어부로 보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지닌 큰 잠재력을
보셨으며,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아셨다고설명한다.

• 어떤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 및 안드레와같은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4장 18~2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몇몇 어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9절)

• 이 사람들은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게 될 것이었는가?
이 일이 그들에게 왜 힘든일이었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응답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이 사람들의 응답에 대해 어떤 점이 눈에 띄는가? 그들이 구주의 권유에 즉시 응답한
것은 그들의 성품에 대해 어떤 점을 보여주는가?

• 이 사람들은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 중 어느 쪽에 종사할 때 더 많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그런가?

•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우리가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즉시 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즉시 응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일을 성취하도록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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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생전에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되며,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힘을 얻게 되며, 영혼을 고양시키고, 축복이 배가되며, 기회가
늘어나고, 영혼을 위로받고, 친구를 얻게 되고,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5쪽)

•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이 세상적인 염려를 뒤로하고 구주를 따른 결과 이와 비슷한
축복을 경험했던 적은언제인가?

• 여러분이 구주를 따름으로써 받는 축복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즉시응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어떻게 더 잘 응할 수있는가?

학생들이 자신이 적은 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격려한다.

마태복음 4:23~25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4장 23~2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은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찾은 진리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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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과

마태복음 5:1~16
소개
마태복음 5~7장에는 구주께서 성역 초기에 전하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 1~16절에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원리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또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라고 명하셨다.

교수 제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세미나리에서 경전을 기초로 하는 각 수업은 특정한 개념, 주제, 교리, 또는 원리보다는 경전
구절들에 중점을 둔다. 교사와 학생은 이 경전 구절들을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 교리와 원리들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알아내고 이해하며
느끼는 것에 더하여,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는 등,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5:1~12
구주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여러분은 행복한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않은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또는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써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답을 발표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게한다.

“너무 자주 우리는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어딘가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무언가, 즉 더 나은 가족 여건, 더 풍족한 생활, 또는 힘든 시련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 외적인 상황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하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3쪽)

•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구주께서는 성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설명한다. 이
설교는 산상수훈으로 불리기도 하며,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설교에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설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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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마태복음 5장 3~11절을 눈으로 훑어보면서, 절마다 반복되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다음 설명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반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복이 있나니[blessed]”라는 단어는 영어
“beatitude”의 어원인 라틴어 beatus를 번역한 말로, “운이 좋음”, “행복함” 또는 “복을
받음”이라는의미이다.

• 복이 있나니[blessed]라는 단어는 어떤의미인가?

복이 있나니[blessed]는 라틴어 beatus를 번역한 말로, 행운이 있다 또는 행복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성구들은 흔히 팔복으로 불린다고설명한다.

다음 도표를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눠 준다. 도표에는 팔복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성구들과제3니파이에 나오는 참조 성구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참조 성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전했던 설교의 일부분으로, 산상수훈과 유사하다.제3니파이에 나오는
성구들을 참조하면,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해당 경전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팔복

마태복음 5:3;
제3니파이 12:3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뜻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함을 깨닫는
것, 즉 끊임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겸손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20쪽)

마태복음 5:4 애통한다는 것은 슬픔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포함하여, 지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 애통해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또한 죄의 슬픔으로 인해 애통해 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5:5 “온유하다는 것은 웹스터 사전에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 보임, 또는 노를 품지 않고 상처를
견딤’[Webster’ 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6) ‘meek,’ 1403]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상징입니다.”(로버트 디 헤일즈,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3쪽)

마태복음 5:6;
제3니파이 12:6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7 “자비는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인정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자비”,,
복음 주제, lds.org/topic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앨마서 33:11 참조)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며, 고결한 삶을 살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부도덕한 공상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이다.”(Sheldon F. Child, “Words of Jesus: Chastity,” Jan. 2003, 44)

마태복음 5:9 “화평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이점만을 바라볼 때 공통점을 찾도록 돕는
은사입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 안에서 배우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3쪽)

마태복음

5:10~12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조롱이나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순종하고 또한 옹호한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을 여덟 그룹으로 나누고, 도표에 나오는 팔복 중 하나를 각 그룹에 지정해
준다.(여덟 그룹으로 나누기에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룹당 하나 이상의 팔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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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지정받은 팔복에 대하여 짧게 발표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들은 발표할 때 다음 활동들을 포함시켜야 한다.(이 지시 사항들을 칠판에 적어 두거나,
참조용 유인물로 만들어도좋다.)

1. 한 학생에게 해당 성구 또는 성구들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그 팔복에 따라
생활할 때 어떤 축복을 약속받는지 찾아보라고한다.

2. 도표에 나오는 성구와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설명한다.

3. 반원들에게 우리가 이 팔복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라고한다.

4. 이 팔복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그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친
진리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경험을 나누어도좋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 그룹에게 지정받은 팔복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며,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고설명한다.

• 마태복음 5장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속성과 그 밖의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들을 계발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계발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이 원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았던 행복에 관한 질문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팔복에 열거된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속성을 계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찾으라고한다.

마태복음 5:13~16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라고 명하시다.
학생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5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사람을 도울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소금 병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놓고, 그릇에 소금을 조금쏟아붓는다.

• 어떤 점에서 소금은유용한가?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칼로스 이 애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좋은 소금]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불순물이 없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소금은
이런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내고, 병을 고치며, 그 밖의 유용한
기능을 발휘합니다.”(“세상의 소금: 그 맛과 인간의 구원자들”,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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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마태복음 5장 1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누구를 소금에
비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누구를 소금에 비유하셨는가? (자신의제자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좋은 소금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가?

• 13절에 따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맛[savor]이라는 단어는 소금의 맛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며 물질을 보존하는
매개물로서의 소금이 지닌 특별한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고설명한다.

•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소금은 불순물과 섞여 오염될 때 그
맛을잃는다.)

그릇에 흙과 같은 물질을 넣어서 소금과 함께섞는다.

• 소금이 다른 물질과 함께 섞이면, 소금의 유용성은 어떻게되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맛, 즉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을 잃게 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다음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죄로 오염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지 못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우리의 맛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양초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놓는다.(양초에 불을 붙이지는 않는다.) 한 학생에게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등불에 비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5장 14~16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 목록을 참조한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하도록요청받는가?

•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3니파이 18:24참조)

• 우리의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이끄는가?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6절)라는 문구는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4~16절에서, 우리의 의로운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의 의로운 모범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누군가 의로운 모범을 보여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적은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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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이번 수업에서 찾고 칠판에 적은 원리들을 복습한다. 칠판에시작하다, 중지하다,
계속하다란 단어를 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하고, 중지하며, 계속할 것들을 각각 한 가지씩 정하라고한다.

성구 익히기—마태복음 5:14~16
학생들은 한 해 동안마태복음 5장 14~16절을 포함하여,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전 구절들은 그들이 복음의 기본 교리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5개의 성구 익히기 경전 구절은 신약전서
세미나리 서표 뒷면에 나온다. 경전 구절을 “익힌다는 것”은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성구를 이해하며, 적용하고, 암기하는 것을포함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여러 번 암송하고 나서, 반
친구에게 소리 내어 암송하라고 한다. 다음 주 동안 수업을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학생들에게 이 경전 구절을 소리 내어 암송하게 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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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과

마태복음 5:17~48
소개
구주께서는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설명하셨다. 또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따라야 하는
계명을 주셨다.

교수 제언

문맥과 내용 이해하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중 한 가지는 경전 구절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맥이란 특정한 성구, 사건, 또는 기사를 둘러싼 상황 또는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내용이란 경전 구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줄거리, 인물, 사건, 설교,
그리고 영감에 찬 설명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학생들이 경전의 문맥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들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17~48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시다

수업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사람들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라고 한다. 칠판에
그들의 대답을열거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지키기 어려운 계명 하나를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읽어 주어도 좋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을받았느니라.”

• 온전하라는 계명에 대해 어떤 느낌이드는가?

• 온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온전[perfect]”이라는 단어는 “완전함”, “완성됨” 또는 “완전히 발달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설명이 이 성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다. 완전해지거나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구주의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도록 진보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5장 17~2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자신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영원한
진리를 폐하거나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함과 배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결국,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할례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모세 율법의 몇 가지 측면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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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장 21~48절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아래 만들었거나 추가해 넣은 여러
율법과 전통에 관하여 구주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더 높은 의의 방식을 가르치셨다.
그분의 왕국 회원들은 이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이 더 높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해 주는 지침이되었다.

학생들이 분노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공부할 준비가 되도록,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화가
났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위험들이따를까?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21~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폭력과 분노에 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노에 관하여 더 높은 율법에 속하는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폭력과 분노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22절에 나오는
라가[Raca]라는 말은 천치, 바보, 또는 머리가 빈 사람을 뜻한다고설명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필요하다면 다음 설명을 덧붙일 것을 고려해 본다. 한글 성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영문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 “without a cause[이유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5장 22절[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tthew 5:22, footnote b]에서는 “without a
cause”라는 문구를없앴다.

• 영문 성경의 원래 구절에서 “without a cause”라는 문구를 없앤 것은 왜 중요한
의미가있는가?

•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온전해지도록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혹은…

조셉 스미스 역에는 23절의 첫 부분에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 혹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5:25)

한 학생에게 칠판에 적어 둔 문구를 먼저 소리 내어 읽고,마태복음 5장 23~24절[첫
부분의 “그러므로”를 제외하고]을 이어서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구주께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분께서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한다.)

• 24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한다.)

•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분쟁을 해결하거나 관계 면에서 다시
화합을 이루는 것. 여기에는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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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 왜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25~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급히 사화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화하라[Agree with]”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재빨리 친절한 생각을 하거나 호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누군가에 대해 친절한 생각을 한다면, 분쟁을 해결하거나 그 사람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한 결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한두 명에게 그들의 경험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달라고 해도 좋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라고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잡초(또는 잡초의 사진)를
보여준다.

•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 잡초는 어떤 점에서 죄와같은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27~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경고하신 죄와 자신의 제자들이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더 높은 율법을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음란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는 사람들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우리가
음란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으면, 그것은 마음으로 간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부도덕한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항상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29~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부도덕한 생각을 없애는 것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부도덕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말씀하셨는가?

• 이 성구들에서 눈을 빼어 내 버리는 것과 손을 찍어 내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Matthew 5:30, footnote b]에는 다음 문장이
덧붙여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 죄에
관한 비유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찍혀 불에 던지우지 않도록 너희 죄를 던져 버리라.”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 역은 이 성구들에서 눈을 빼어 내 버리는 것과 손을 찍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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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 달라고한다.

• 마태복음 5장 29~30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삶에서
죄를 없애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삶에서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고 그런 죄를 또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없애고 싶은 죄에 대해 생각해 본 후, 회개하고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도록격려한다.

마태복음 5장 31~37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께서는 이혼, 결혼 및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또래 학생이 자신에 대해 잔혹하고 불쾌한 것을 말한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냐고물어본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죄를 짓거나 범법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그 범죄에 필적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에게는마태복음 5장 39~42절을, 다른
학생에게는마태복음 5장 43~47절을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더 높은 율법을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다음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게시하거나, 유인물로 나누어 주어도좋다.)

구주의 말씀에 따르면, 더 높은 율법이란무엇인가?

더 높은 율법에서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이라고가르치는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답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기에, 여러분은 이 성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처럼 되고,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의미한다.)

• 구주께서는 생애 동안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모범이 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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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 배운 것을 되새겨 보라고한다.

•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구주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모로나이서 10:32참조)

학생들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온전함을 향한 가장 진지한 노력이 지금은 매우 힘들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함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부활한 뒤 주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온전함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8쪽)

• 넬슨 장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 온전함에 도달하게되는가?

• 이 말씀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낙담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
순종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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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5장(2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1~5장(2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1~2장)
학생들은 구주의 계보에 관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리아의 성스러운 아들임을 배웠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의 모범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부지런히 구주를 찾으면 그분에게로 인도될 것임을
배웠다. 학생들은 요셉이 안전을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영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읽으면서, 우리가
영에 민감하면 계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날(마태복음 3장)
학생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 읽으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소망과 행위를 바꿀 때, 우리는 주님께 참된 회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권세를 지닌 자에게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에 필수적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서로 다른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이시다.

셋째 날(마태복음 4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경전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떠올리고 적용할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신다는
것도 배웠다. 학생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 읽으면서 다음 진리를 찾아내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유에 즉시 응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넷째 날(마태복음 5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구주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일부분을 읽었다. 이 수훈에서, 그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그리스와 같은 속성을 계발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죄로 오염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지 못한다. 우리의 의로운 모범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더 높은 율법에 대해 배웠다.

소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주님의 더 높은 율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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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마태복음 5:17~48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사람들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라고 한다.
칠판에 그들의 대답을열거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읽어 주어도 좋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을받았느니라.”

• 온전하라는 계명에 대해 어떤 느낌이드는가?

• 온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온전[perfect]”이라는 단어는 “완전함”, “완성됨” 또는 “완전히 발달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설명이 이 성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다. 완전해지거나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구주의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도록 진보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5장 17~2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자신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영원한
진리를 폐하거나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함과 배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결국,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할례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모세 율법의 몇 가지 측면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게되었다.

마태복음 5장 21~48절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아래 만들었거나 추가해 넣은 여러
율법과 전통에 관하여 구주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들어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더 높은 의의 방식을 가르치셨다.
그분의 왕국 회원들은 이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이 더 높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지침이되었다.

학생들이 가정 학습에서 더 높은 율법에 대해 배운 것을 상기하도록, 다음 문장들을
칠판에 적어도 좋다.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말라.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율법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하면,마태복음 5장 21~26절과마태복음 5장
27~30절을 각각 참조하게한다.)

•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게되는가?

•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왜중요한가?

마태복음 5장 31~37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께서는 이혼, 결혼 및 맹세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또래 학생이 자신에 대해 잔혹하고 불쾌한 것을 말한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냐고물어본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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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죄를 짓거나 범법을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범죄에 필적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에게는마태복음 5장 39~42절을, 다른
학생에게는마태복음 5장 43~47절을 읽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더 높은 율법을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다음 질문들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게시하거나, 유인물로 나눠 주어도좋다.)

구주에 따르면 더 높은 율법이란무엇인가?

더 높은 율법에서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무엇이라고가르치는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답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5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기에, 여러분은 이 성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분처럼 되고,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의미한다.)

• 구주께서는 생애 동안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모범이되셨는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 배운 것을 되새겨 보라고한다.

•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구주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모로나이서 10:32참조)

학생들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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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함을 향한 가장 진지한 노력이 지금은 매우 힘들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함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부활한 뒤 주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온전함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8쪽)

• 넬슨 장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 온전함에 도달하게되는가?

• 이 말씀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에 휩싸여 낙담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
순종하라고권유한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6:1~13:23)
학생들이 다음 단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 황금률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구주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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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과

마태복음 6장
소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셨다. 그분은 의로운
예배 행위는 올바른 이유로 행해져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6:1~18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가르치시다
수업 시작 전에 (사탕과 같은) 작은 상품을 준비한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경전을
꺼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거나, 영적 순서를 계획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뭔가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에게 상품을 주고 반원들에게 그들의 착한
행위를 알린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도 상품을 받기 위해 반 친구들의 선한 행위를 따라 할
수도 있다.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 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계속 상을준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그 선한 행위를 왜 했는지 물어본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구주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동기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6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릇된 동기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구제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종교적
헌신의 행위라고설명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무엇인가?

• 구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여기서 “외식하는
자[hypocrites]”로 번역된 원래의 그리스어 단어는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어도좋다.)

•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6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주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봉사의 행위를 “은밀하게” 행하기를
원하셨다고생각하는가?

• 의로운 행위를 은밀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한다.)

• 구주께서는 올바른 동기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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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경전을 공부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 경전에 나오는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신중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도록 도울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그 진리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구술해 보게 한다.

• 헌신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헌신의 행위를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어 갚으실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갚으시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있는가?

반원들에게 둘씩 짝을 지으라고 한다. 조별로 한 학생은마태복음 6장 5~6절을 읽고, 다른
학생은마태복음 6장 16~18절을 읽게 한다. 각 학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의로운 행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주께서 사용하셨던 예를 찾아보게 한다. 찾은 것을
서로 나누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을질문한다.

• 이 두 경전 구절에서, 구주께서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종교적
행위는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기도 및 그 밖의 종교적 행위들은 진심을 다해 헌신적으로 행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있다.

• 여러분이 공부한 성구에 따르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는무엇인가?

16절에서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라는 문구는 주목을 끌기 위해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있다.

칠판에 적은 원리를 다시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기도나 금식과 같은 예배의 행위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진실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괜찮다면 그들이
받은 축복을 말해 달라고 할 수있다.

마태복음 6장 7~15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고 한 가지 유형을 알려 주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이 몸소 보여 주신 기도의 예는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에 대해
주님의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이 토론을 하면서, 주님께서 “중언부언”에 대해 경고하신 것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똑같거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금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생각 없이 말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의미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경고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겸손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어야한다.)

제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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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6:19~24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가르치시다
보물 상자 사진을 하나 보여 준다.
보물이란 무엇이든 우리가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설명한다.

•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무엇인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6장 19~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보물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보물을 구하라고가르치셨는가?

• 구주께서는 땅에 쌓아 둔 보물과 하늘에 쌓아 둔 보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말씀하셨는가?

다음 내용을 칠판에적는다.

땅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

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하여,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6장 22~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둘 수 있다고 구주께서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2~23절에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둘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22절은, 조셉 스미스 역에는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경전 안내서에 있음]으로 나온다고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임을
상기시켜도좋다.)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24절
끝에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재물[mammon]이란 단어는 부를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것)

학생들이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찾은 진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음료용 빨대를 두
개 쥐고서 맨 위쪽을 테이프로 함께 동여맨다. 물이 반쯤 들어 있는 컵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놓고, 한쪽 빨대는 물속에 넣어 두고, 다른 쪽 빨대는 컵 밖에 나오게 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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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그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마셔 보라고 한다. (이 실물 공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학생이 두 개의 빨대를 동시에 빨아야 한다.) 그런 후 그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왜 물을 마시기가 쉽지않았는가?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빨대가 우리를 나타낸다면, 물은 무엇을 나타내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노력)

•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야고보서 1:8참조)

• 물을 마시려면 두 개의 빨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관련이있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해도좋다.

•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는무엇인가?

마태복음 6:25~34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6장 25~3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도록 지시하셨다고 설명한다. 조셉 스미스 역,마태복음 6장
25~27절을 보면, 구주께서는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6장 31~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3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 나오는 표현을 언급해 준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가르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또는 그분의
교회)을 세우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바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순위 등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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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4~5쪽)

•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자 노력함으로써 그분의 축복을 받았던
때는언제인가?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에 두어서 축복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지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혹을 받아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뺏길 수 있는지 또
잠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할지 한 가지 방법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음으로써, 그런 유혹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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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 프레데릭스보르 성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복사 금지.

제12과

마태복음 7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롭게 비판하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7: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의롭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산상수훈(복음 그림책[2009], 39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절은 우리가 결코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 달라고
한다. “이제 이는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하라.”

• 구주께서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가르치셨는가?

• 의롭게 비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비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자비와 공평성을 베푸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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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신앙에 충실함에 나오는 다음 글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 중

절반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반원의 나머지 절반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비판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때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
속에서 어느 특정한 견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비판해야 할 때가 있다. …

판단은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중요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은 모든 판단을 의로운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 대해 최후의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다.(요한계시록 20:12, 제3니파이 27:14,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판단한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실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성신의 속삭임에 늘 민감하도록 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52~53쪽)

• 우리는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해야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비판할 수있는가?

작은 톱밥과 길고 두꺼운 나무조각을 전시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작은 톱밥 조각을티로, 커다란 나무 조각은들보로 언급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티와 들보는 무엇을나타내는가?

• 3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여러분 나름의 표현으로 바꿔 본다면
어떻게말하겠는가?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학생에게 들보를 자신의 눈앞에 오도록 들고
있으라고 한다. 다른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던진다.

• 들보를 들고 있는 이 친구에게 내 눈에 있는 톱밥 하나를 빼 달라고 부탁할 마음이
있는가? 왜 부탁하지않겠는가?

들보를 들고 있는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던진다.

• 이 친구의 눈에 있는 톱밥을 빼 줄 만큼 뚜렷이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할
필요가있겠는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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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보와 티의 비유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잘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어째서 자신의 문제점은 때로 잘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주여, 내니이까?”,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56쪽)

그 두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은 7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허물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하셨는지찾아본다.

• 우리가 걱정하며 바로잡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은 타인의 허물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허물인가? 왜그러한가?

• 이 성구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하는 것을 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의 죄와 약점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이다.)

•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일 때, 이 원리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이 이 원리를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 조각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없앨 수 있는 죄나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하는 대신에 자신의 결점을 없애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격려한다.

마태복음 7:6~14
구주께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성구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회개를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왕국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간직해야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신성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야 했다. (또한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7:9~11[경전 안내서에 있음]참조)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마태복음 7장 7절은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문구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시작 부분에 이 문구를 넣어서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지시를받았는가?

•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스러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 구하라, 찾으라,두드리라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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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마태복음 7장 9~11절에 대한 요약으로,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돌이나 뱀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계시의 은사를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구주께서 가르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권유한다. 그들이 신앙과 인내로써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간증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마태복음 7:15~27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학생들에게 세상에서는 흔히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어긋나는 몇 가지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칠판에 열거해 보게한다.

•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어긋나는 개념을 장려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이렇게질문한다.

•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에 관해 경고하셨는가? 그분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위장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고 설명한다. “남자든 여자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합시다. 이들은 스스로를 교회 교리를 선언하는 자로
자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반대하여 연설하고
출판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의 선동을 받는 사람들의 영원한 복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4쪽)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16~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보라고한다.

•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

교리와 원리들의 의미 이해하기
학생들이 경전에서 교리와 원리들을 찾아낼 때, 여러분은 토론을 통해 그들이 이 진리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학생들이 복음 교리나 원리를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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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것은 그들이 그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계획에서 그 진리가 다른 원리 및 교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삶에서 어떤 상황에 그 진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두 종류의 열매를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각 열매가 어떤 종류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인지 물어본다. 그 열매로 나무를 식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행위, 견해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설명한다.

• 이 진리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개인과 단체를 어떻게
알아볼 수있는가?

• 칠판에 적은 개념들은 이 진리와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2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모래가 담긴 쟁반과 돌(반석) 하나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학생들에게 돌과
모래 중 어디에다 집을 짓고 싶은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24~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 2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26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이 비유에서 비, 홍수, 바람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27절참조; 또한
힐라맨서 5:12참조)

• 이 비유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면,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 내도록 우리를 강화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시련이 닥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을 숙고하라고 한다.(마태복음 5~7장
참조)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하라고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좀 줘서 이번 수업이나 이전에 있었던 세 번의
수업에서 찾은 하나 이상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게 해도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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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과

마태복음 8~10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또한 십이사도를 부르셔서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뒤,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내보내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8:1~9:34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 만일 구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러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그분에게로 데려가 고침을 받게 하겠는가? 왜 그렇게하겠는가?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옮겨 적는다.마태복음 8:1~4;마태복음 8:5~13;마태복음
8:14~15;마태복음 8:23~27;마태복음 8:28~32;마태복음 9:1~8;마태복음 9:18~19,
23~26;마태복음 9:20~22;마태복음 9:27~31;마태복음 9:32~33.각 학생에게 참조
성구를 하나씩 배정해 준다. (반 규모가 작은 경우, 한 학생이 한 개 이상의 참조 성구를
읽어야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배정받은 경전 구절을 읽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배운 것을 간단히 말해 달라고 한다. (주: 학생들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이 기적들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될것이다.)

복음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구주의 생애에 대한 사건과 세부 사항들에 대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 교재 여러 곳에 나오는 교사 유의 사항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어느 복음서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기적들은 마가복음 1~5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8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어떤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이 기적들에 관한 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실 수 있다.연약함이란 질병, 약점, 또는 나약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할것이다.)

•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몸소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거나 우리의 약점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속죄를 통해.앨마서
7:11~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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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9:35~10:8
예수께서 십이사도를 부르시다
제일회장단을 포함하여 현재 교회 십이사도들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 사진들은
LDS.org[선지자 및 사도들참조] 및리아호나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찾을 수있다.)

•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도들이 특별한 이유는무엇인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9~10장을 공부하면서, 사도들의 역할과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9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 외에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람들을 고치신 것 외에도 어떤 일을행하셨는가?

예수께서 유대 지방 전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그분을 따르고 찾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9장 36~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누구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7~38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자신을 도우라고말씀하셨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0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한 가지 방법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학생들에게 이 교리를마태복음 10장 1~4절옆에 적어 두라고
제안해도좋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0장 5~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셨는가?

사도[apostle]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처음에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만 보내졌다. 나중에,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명하셨다.

•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사도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간에 어떤
유사점이 있음을알아차렸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도록 사도들을 부르시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당신의 일을 하도록 사도들을 부르신다.이
진리를 칠판에 적을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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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도들의 사진에 다시 주의를 집중시킨다. 학생들에게 현재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신다면 하실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성역을 베푸는 일을
행하는지 예를 들어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이 교리 및 원리의 참됨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경전에 나오는 복음 원리와 교리들을 찾고 이해한 후에도, 영을 통해 그 참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원리들을 자기 삶의 일부로 삼아야겠다는 긴박감을 어느 정도 느끼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그러한 진리들과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고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앞서 찾은 진리의 중요성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현대 사도들이 전한 최근 말씀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읽거나 영상으로 보여 준다. 말씀을 읽거나 영상을
보여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그분에게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게될까?

• 현대 사도들의 성역과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끼쳤는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며,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하게 추구하라고권유한다.

마태복음 10:9~42
십이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역을 베풀러 나가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10장 9~16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또한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유숙하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가르치셨다.

학생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복음에 관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교회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관해 물어보았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안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0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거나 간증을 나누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0장 16~2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다니며 전파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19~20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했는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구는 “애를 태우며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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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관하여 이 성구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분은 필요한 시점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영감을 주실 것이다.)

•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도록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다고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어도좋다.)

마태복음 10장 21~4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에 관하여 가르침과 경고와 위안을

주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마태복음 10장 37~39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들을 둘씩 짝지어 주거나 소그룹으로 나누고, 여기에 나오는 유인물을
복사하여 각 조나 그룹에게 배부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 따라서,
주어진 성구를 함께 공부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토론하라고한다.

마태복음 10:37~39
둘씩 한 조가 되거나 소그룹으로, 주어진 성구를 함께 공부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토론한다.

마태복음 10장 37~38절을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서 어떤 희생을
기꺼이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본다. 이 성구에서 “내게 합당하[다]”라는 문구는
주님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38절에 언급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짊어지고 매달리셨던 실제
십자가를 나타낸다.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6:24)라고 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장
26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본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에 대해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본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이 성구의 시작 부분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맥락에서,
“자기 목숨을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생활한다는 뜻이다.

• 어떤 점에서, 자신의 뜻과 이기적인 욕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다음 원리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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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____________________.

39절에서, 구주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찾아서
표시해도 좋다. 그분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매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때 자기 목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다음 원리를 완성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고, 그 뒤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토론한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6쪽)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편을 선택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 결심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학생들이 유인물 활동을 마치고 나면, 몇몇 학생들에게 배운 점을 요약하여 발표하라고 할
수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에 관하여 학생들이 찾은 원리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도 좋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삶을
바치기 위해, 오늘 또는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행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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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과

마태복음 11~12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이 자신에 앞서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증거하셨으며, 당신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응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과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빈
집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자신에 앞서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증거하시다

학생들에게 경찰, 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준다.

•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맞다는 걸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 여러분은
그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알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1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간증을 키워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어떤 질문을 하게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무엇을 여쭈게했는가?

3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그분이 메시야인지를 여쭈었다고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야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마태복음 3:11;요한복음 1:29~34참조)

•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그분이 메시야인지를 직접 알아보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직접 받기를원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1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야임을 단순히 확인해 주는 대신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권하셨는가?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냥 자신이 메시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다고 설명해
준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을 “듣고 보[라]”(4절)
즉, 숙고하라고 하셨으며, 침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듣고 본 바 그분의 행적을
증거하라고하셨다.

•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해
주셨다면 얻었을 것보다 더 힘 있는 증거를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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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에 대한 증거를 강화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자 하며 그분을 증거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어떻게 스스로 얻었는지
적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쓴 것을 반원들과 나눠 달라고 해도좋다.

마태복음 11장 7~27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이 군중에게 요한은 메시야를 위해 길을
준비하도록 택함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그분과 침례 요한을 배척한 사람들을 책망하셨다. (주:
이 성구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누가복음 7장 18~35절이 나오는
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
학생들이 제1과에서 소개된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이
성구들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교재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들을 참조한다.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보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 이 성구 익히기 구절에 나오는 진리들을 이해하면 올해 어떤 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되겠는가?

마태복음 12:1~42
그릇된 비난을 하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다
(주:마태복음 12장 1~21절에 나오는 사건들은마가복음 2~3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깊이
다루게된다.)

마태복음 12장 1~3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남자를 고치시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죽일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분이 악령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사탄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망신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께서는 그와는 반대로
악령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야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2장 3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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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생들이 답을 말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다음 진리를 강조해야 한다.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1~4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은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재차 확언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자신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떤 선지자나 왕보다 더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꾸짖으셨다.

마태복음 12:43~50
예수께서 빈 집의 비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을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버리고 싶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고 상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그 친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는 사람에게서 쫓겨난 사악한 영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비유에서 그 친구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2장 43~4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후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악한 영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무엇을했는가?

• 사악한 영이 돌아왔을 때, “집” 즉, 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은무엇인가?

또 다른 학생에게마태복음 12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악한 영이 그 사람, 즉 “집”이 빈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은 악령을 내쫓은 후에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령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빈 자리를 의로운 생각, 의로운 느낌,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으로 채워 넣지않았다.)

•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의 경험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유혹을 물리치려 노력하는
사람을 나타낼 수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죄를 버리려고 할 경우에 좋은 상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

그가 빠져 있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대치물이 마음의 공허함을 아직 채워 주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 사탄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158쪽; 강조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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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삶에서 악한 영향력을 없앤 후에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삶에서 악한
영향력을 없앤 후에 그 자리를 의로움으로 채우면 그 악한 영향력을 물리칠 수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삶에서 단순히 죄를 없애 버리는 것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악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없애려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의로움으로 채우고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완전한 순종은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힘을 포함하여
복음의 온전한 힘을 가져다준다. 이 순종에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 십일조를 바치는 일, 봉사
및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 등과 같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회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포함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88~189쪽)

• 우리가 회개할 때,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의로움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한 학생에게 반원들의 답을 칠판에 적으라고 할 수도있다.)

•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우리 삶에 더 큰 영적인 힘이 임하며 악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가?

우리가 삶을 의로움으로 채우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욱 의로움으로 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과정에서 받는 영감에 따르라고권유한다.

마태복음 12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그분의 가족
중 몇몇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누군가가 전했다고설명한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가족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가르치셨다.

성구 익히기—마태복음 11:28~30
학생들이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각 성구에 나오는
단어나 문구를 몸동작으로 표현해 보고, 그 동작을 취하면서 경전 구절을 낭송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며칠 동안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에게 연습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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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과

마태복음 13:1~23
소개
구주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큰 무리가 그분에게로
모여들었다. 구주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3:1~17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다
학생들에게 흙을 가득 채운 작은 통을 보여준다.

• 비옥한 땅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비옥하지 않은 땅은 어떤 특성이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23절에서, 구주께서는 여러 종류의 땅을 비유로 들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정도 또는 영적인 이해력의 정도를 설명하셨다고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 종류의 땅과 가장 유사한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군중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군중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비유로)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 주제 목록에서 “비유”를 찾아 첫 두 문단을 조용히
읽으라고한다.

• 비유란 무엇인가?

비유란 “영적인 진리나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간단한 이야기[로서],
비유는 평범한 물체 또는 사건을 하나의 진리에 비교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경전
안내서, “비유”, scriptures.lds.org)라고설명한다.

• 마태복음 13장 3절에 따르면, 구주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씨를
뿌리다라는 말은 씨앗을 퍼뜨리거나 심는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4~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어떤 종류의 땅들에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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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네 종류의 땅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 후, 학생들에게 수업 공책이나 여러분이
나눠 준 종이에 비슷하게 그려 보라고한다.

길가는 밭 근처에 난 길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땅이 굳어진다고 설명해 준다.
길가는 단단해서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돌밭은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투성이의 표면이다. 씨는 얕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도 바로 아래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는 못한다. 가시떨기로 덮인 땅은 비옥하지만 가시나무가 빛과 물과
필요한 양분을 빼앗아 버려서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 좋은 땅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정도로 깊이가 있는 비옥한땅이다.

마태복음 13장 10~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주의 제자들이 그분께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여쭈었을 때, 구주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비유로 말함으로써,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이나 진리가 드러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진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45참조)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람들이 구주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는 말은 백성들의
마음이 매정하고 둔감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설명한다.)

칠판에 그린 길가 그림 옆에 다음 미완성 문장을 적는다.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

• 15절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잃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구주께로 돌이켜 그분에게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 구주께로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죄의 짐으로부터해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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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3장 16~17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마태복음 13:18~23
구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다
칠판에 그린 길가 그림을 다시 언급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18~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마태복음
13장 4절에 언급된 씨, 길가, 새를 각각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씨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씨 그림에하나님의 말씀이라고적는다.)

• 길가는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가? (길가 그림에진리를 깨닫지 못함[완악한
마음]이라고적는다.)

• 새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악한 자”는 누구인가? (새 그림에사탄과 그의
종들이라고적는다.)

• 길가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구주께로 돌이켜 그분에게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칠판에 그린 돌밭 그림을언급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20~21절과누가복음 8장 1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돌밭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돌밭에서 자란 식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돌밭에서 자라는 식물 그림에간증이 깊게
뿌리내리지 않음이라고적는다.)

• 태양의 열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뿌리가 얕은 식물의 그림 위에환난, 박해,
유혹이라고적는다.)

칠판에 그린 돌밭 그림 옆에 다음 미완성 문장을 적는다.우리가 간증이 깊어지도록
애쓰지 않으면…

• 마태복음 13장 20~21절과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간증이 깊어지도록 애쓰지 않으면, 환난과
박해, 유혹을 견디는 데 필수적인 힘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칠판에 그린 가시떨기 땅 그림을 언급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3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가시떨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가시떨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시떨기 그림에세상의 염려라고적는다.)

• “세상의 염려”에 대한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속된 마음, 탐욕, 또는 현세적인활동)

• 이 성구에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과 간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그린
가시떨기 땅 옆에 적는다.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주의가 흐트러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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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그린 좋은 땅 그림을 언급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3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성구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깨닫[다]”라는 말이 “깨닫고
견디다”라는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나오는견디다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의 식물도 돌밭의 식물이 시든 것처럼 (환난, 박해, 유혹을
나타내는) 태양의 열기에 똑같이 노출되었다고 짚어준다.

• 여러분은 좋은 땅이 나타내는 바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좋은 땅 그림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환난과 박해와 유혹을 견디는 사람)

•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배운 내용에 기초해 볼 때, 23절에 언급된 열매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개종)

• 좋은 땅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그린 좋은 땅 옆에 적는다.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환난과 박해와 유혹을 견딜 때, 우리는 구주께로 개종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찾은 원리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나면, 반원들에게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원리를 분명히 보여 주는지 설명해 달라고한다.

1. 한 청남은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는다. 그는
공부하지 않을 때에는 일을 하느라 바쁘다. 그는 경전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혼잣말을한다.

2. 한 청녀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친구 몇 명이 그녀의 표준을 두고 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몇 계명을 어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며,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사라졌다.

3. 한 청남은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지만, 각 모임에서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성신의 영향력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는 온라인에서 교회의 중요한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읽고서, 자신이 여전히 복음의 참됨을 믿는지 의문이든다.

4. 한 청녀는 교회에 참석하며, 자신이 성신의 속삭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드린다. 그녀는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한다. 그녀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유혹을 극복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감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드린다.

학생들에게 마음도 땅처럼 변화하고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그 질문을 읽고 토론해
보라고한다.

각 종류의 땅을 튼튼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식물이 자라는 곳으로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겠는가?

각각의 땅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에 어떻게 비유될 수있는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에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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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구함으로써 어떻게 구주께로 더 깊이
개종하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 답을 글로 써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반원들과 나누기 전에 글로 써 보라고 하면, 그들은 생각을
정리하고 성신의 느낌을 받을 시간을 갖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써 보라고
하면, 그 생각을 더 잘 나누게 되며 그 내용도 더욱 의미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에게 어느 땅이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환난과 박해와 유혹을
견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그 목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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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6:1~13:23(3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6장 1절~13장 23절(3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6~7장)
학생들은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헌신의 행위를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어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식별할 수 있다.

둘째 날(마태복음 8~10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과,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 그분은 필요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영감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으면(우리의 시간을 바치면)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날(마태복음 11~12장)
학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자 하며 그분을 증거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임을 배웠다. 더불어,
학생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과 삶에서 악한 영향력을 없애고 좋은 영향력을 채우는 것에 대해 배웠다.

넷째 날(마태복음13:1~23)
학생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주의가 흐트러지게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구주께로 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간증이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롭게 비판하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주:학생들은 1단원 및 이번 주 셋째 날 가정 학습에서,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성구
익히기 구절로 공부했다. 몇 분을 할애하여 학생들과 함께 그 경전 구절을 복습할 것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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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의롭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산상수훈(복음 그림책 [2009], 39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절은 우리가 결코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 달라고 한다. “이제
이는 제자들이 백성에게 말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하라.”

• 구주께서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가르치셨는가?

• 의롭게 비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라는
문구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있다.)

•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비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자비와 공평성을 베푸실 것이다.)

가능하다면,신앙에 충실함에 나오는 다음 글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해야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비판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때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생활 속에서
어느 특정한 견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비판해야 할 때가있다. …

판단은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중요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은 모든 판단을 의로운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 대해 최후의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다.(요한계시록 20:12,제3니파이 27:14,교리와 성약 137:9참조)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판단한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실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성신의 속삭임에 늘 민감하도록 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52~53쪽)

• 우리는 어떤 종류의 비판을 해야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비판할 수있는가?

• 예를 들어, 어떤 때에 의로운 비판을 할 필요가있겠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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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톱밥과 길고 두꺼운 나무 조각을 전시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작은 톱밥 조각을티로, 커다란 나무 조각은들보로 언급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티와 들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크고 작은 잘못, 약점, 또는
죄를나타낸다.)

• 여러분은 3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말하겠는가?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학생에게 들보를 자신의 눈 위로 들고 있으라고
한다. 다른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여러분은 들보를 들고 있는 반 친구에게 여러분의 눈에 있는 톱밥 하나를 제거해
달라고 하겠는가? 왜 그렇게 하지않겠는가?

들보를 들고 있는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여러분이 반 친구의 눈에 있는 톱밥을 제거할 만큼 뚜렷이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할
필요가있겠는가?

그 두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의
잘못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구주께서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걱정하며 바로잡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은 타인의 허물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허물인가? 왜그러한가?

• 이 성구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의 죄와 약점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일 때, 이 원리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이 이 원리를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 조각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없앨 수 있는 죄나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비판하는 대신에 자신의 결점을 없애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격려한다.

마태복음 7:24~27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
돌 하나와 모래가 담긴 쟁반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돌과 모래 중 어디에다 집을 짓고
싶은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7장 24~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하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26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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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유에서 비, 홍수, 바람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27절참조; 또한
힐라맨서 5:12참조)

• 이 비유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면,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어 내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시련이 닥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을
하라고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이번 수업에서 또는 구주의 산상수훈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찾은, 하나 이상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적을 시간을 주어도좋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13:24~17:27)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침례 요한을 죽게 한 사악한 음모에 대해 읽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또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도 배우게 될 것이다. 왜 헤롯은 요한을 참수하게
했는가? 물 위를 잘 걷고 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가까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다음 단원을 공부하면서, 구주께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변형의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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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과

마태복음 13:24~58
소개
구주께서 비유를 들어 하늘 왕국, 후일에 있을그분의
교회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재림 시에 있을 의인들의

집합과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3:24~30, 36~43
구주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둔다.

여러분은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좌절하거나 마음이 상한 적이있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악을 바로 없애 주시지않는가?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불의한 선택을 해도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의로운 선택을 해야하는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어 둔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게 한 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3장 24~30절, 36~43절을
공부하면서,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생활하려 애쓰는 동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여기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가라지는 독이 있는 잡초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다. 밀과 가라지는 싹이 날
때는 거의 똑같지만, 완전히 자라면
구별하기가쉽다.

구주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
마태복음 13장 24~30절과, 그리고 30절의
일부분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는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먼저 밀을
모아 곡간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밀과 가라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경전의 내용을 분석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1) 한
경전 구절을 살펴볼 때 다른 성구나 복음 원리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거나, (2) 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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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거나, (3)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 줄거리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에 대답할 때, 그들은 교리와 원리를
찾아낼 준비가 될 것이다.

• 밀과 가라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씨를 뿌려[씨를 심어], 함께 자라게 두었다. 그런
후에 밀은 모아 곡간에 넣었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불살랐다.)

•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자신의 종에게 밀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확하는 사람이 밀과 가라지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가라지뿐만 아니라 밀도 많이 뽑혀 버릴 수있다.)

•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따르면, 밀과 가라지 중 무엇을 먼저모았는가?

구주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자, 제자들은 그분께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3:36~4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좋은 씨를 뿌리거나 심었는가? (구주)

• 누가 가라지를 뿌리거나 심었는가? (악마)

• 밀과 가라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는가? (의인들과 악인들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29:17참조])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39절에 언급된 “추수” 또는 “세상 끝”이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악인들의 멸망을 나타낸다고 명확하게 알려 준다. 또한 조셉 스미스 역을 통해 마지막
날들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사자들을 보내어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실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13:39–44[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appendix]참조)

• 이 비유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에 의인과 악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을 모으신 후, 재림 때에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여러분이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진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위안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지상에서 악을 없애시며, 충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실것이다.)

학생들에게 우리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의인들과 함께 모일지 아니면
악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설명한다.

• 주님께서 모으시는 무리에 속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학생들이 주님께서 모으시는 무리에 속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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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을
모으십니다. …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고, 방어를 위해, 그리고 권고와
지시를 받게 하려 모으십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어느 세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는 신성한 목적은 성전을 지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의식을

받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417쪽 참조]”(“The Spirit and Purposes of Gathering”
[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devotional, Oct. 31, 2006], byui.edu)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주님께서 모으시는 무리에 속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있는가?

• 여러분이 주님께서 모으시는 무리에 속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이임했는가?

다음 사진들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놓는다.선교사: 장로,선교사: 자매, 그리고
솔트레이크 성전(복음
그림책[2009], 109번, 110번, 119번; 또한
LDS.org참조)

•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을 통해 의인들을 모으시는 것을
도우면서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므로,
구주께서는 우리가 의인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유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주와
그분의 교회로 모으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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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3:31~35, 44~52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하늘
왕국에 대해 가르치시다
다음 물품들의 사진을 전시하거나,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겨자씨, 누룩 또는
이스트(또는 빵—누룩[효모]은 요리하는
데 사용되며, 빵 반죽에 섞이어 빵이
구워지기 전에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설명한다.), 진주, 작은 보물 상자,그물.

구주께서는 몇 가지 비유에서 이 각각의 물품을 하늘 왕국에 비유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하늘 왕국은 구주의 교회와 복음을 상징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마태복음 13:31~32;마태복음 13:33;마태복음 13:44;마태복음
13:45~46;마태복음 13:47~50.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거나 소그룹으로 나눈 뒤, 칠판에
적은 성구를 각 조나 그룹에게 하나씩 배정한다. 각 조나 그룹에게 다음 활동들을 하라고
한다.(이 목록을 유인물로 배부할 수도있다.)

1. 배정된 성구를 함께읽는다.

2. 구주께서 어떤 물품을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비유하셨는지토론한다.

3. 구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는지 토론한다. 그 진리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적는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누룩의 비유를 지정받은 학생과 겨자씨의 비유를 지정받은 학생에게
각자가 맡은 비유를 반원들을 위해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은 진리를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발전하여 온 지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룩에 비유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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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누룩, 즉 결국 온 세상을
부풀게 할 누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74)

•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구주의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지정받은 학생과, 값진 진주의 비유를 지정받은 학생,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지정받은 학생에게 각자가 맡은 비유를 반원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은 진리를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복음의 축복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가치가 있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에 다음 표제를열거한다.

복음의 축복 축복을 얻기 위한희생

학생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몇 가지 열거해 보라고 한다.(그 예로는 경전에서 얻은 지식,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인도, 구원 의식, 영원한 결혼이 포함될 것이다.) 열거된 각 축복에
대해, 학생들에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필요가 있을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쓴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된 축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러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던
적은언제였는가?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그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음의 축복은무엇인가?

왜 그 축복을 받고싶은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희생이 불가피할 수도있겠는가?

마태복음 13:53~58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르치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13장 53~58절에 대한 요약으로, 나사렛 주민들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배척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구주께서는 그들 중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또한모로나이서 7: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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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4장
소개
침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원하셨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으며, 기적적으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다. 그날
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서, 강풍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4:1~21
예수께서 홀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 후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시다
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슬펐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슬픔을 견디며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라고한다.

• 사람들이 슬픔을 견디며 극복하려 노력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슬픔과 시련, 의심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4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헤롯 왕이 새로 맞이한 아내(헤로디아)의
간청으로 침례 요한을 부당하게 옥에 가두었다고 설명한다. 헤롯 왕은 아내의
딸(살로메)이 자신 앞에서 춤을 추자,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마태복음
14:7)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살로메는 자신의 어머니와 상의하여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헤롯은 요한을참수시켰다.

학생들에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친척이었으며, 메시야를 위해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음을상기시킨다.

• 여러분이 침례 요한의 절친한 친구라고 상상해 본다. 여러분은 그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반응했겠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서 무엇을 하셨는가? (“따로 빈 들”이라는
문구는 외딴 장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예수님이 홀로 있고자 하셨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여러분이 슬픔에 잠겨 혼자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자
한다면 기분이어떻겠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군중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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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경전의 문맥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때, 그들은 그 안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된다. 분석을 요하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거기서 찾은 교리와 원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구주께서는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따라야 할 어떤 본보기를 세우셨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슬픔을 겪고 있을
때에

•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 왜 어려울
수있는가?

•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큰 슬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나타내
보인 적은 언제인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것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되었는가?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15~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군중들에게 동정심을 계속
보이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주:마태복음 14장 15~21절에 기록된 기적은마가복음 6장
35~44절을 다루는 과에서 더 깊이 배우게된다.)

•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동정심을보이셨는가?

마태복음 14:22~36
예수께서 폭풍이 불어닥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의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학생 두 명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1. 한 청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가족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의심의 물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려오기시작한다.

2. 한 청남은 최근에 교회에 가입했다. 그의 옛 친구 중 다수는 그가 교회 회원이 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공연히 비난한다. 그는 자신이 계속 활동적이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시작한다.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의심이나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는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두려움과 의심, 낙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군중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군중들을 멀리 보내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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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바람이 거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4절) (바람이 제자들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불고있었다.)

2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산에 홀로 계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는
저녁이었다.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리는 대략 8킬로미터여서, 날씨가 좋을 때는 두세
시간이면 건널 수있었다.

• 25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신 때는 언제였는가?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였다.)

•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대략 얼마 동안 바람과 싸웠겠는가? (약 9~12시간정도)

학생들에게마가복음 6장 47~4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마가가 이 사건에 대해 알려 준
다른 상세 사항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힘겹게 나아가는 제자들을 더 빨리 구하셨을 수도 있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시기 전에 잠시 그들이 힘겹게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목적은
무엇이었겠는가?

• 바다를 건너기 위해 애를 썼던 제자들에 관한 이 기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 항상 구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도우러 오실것이다.

• 주님이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즉시 구해 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잠시 힘든 일을
겪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있는가?

•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즉시
구해 주시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강화할 수있는가?

학생들이 경전에 나오는 기사를 시각화하도록 돕는다
시각화란 학생들이 경전 기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 보는 것이다.
시각화를 통해 학생들은 경전의 기사를 더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한밤중에 낚싯배를 타고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 보게 한다. 여러 시간
동안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보였다.

•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에 어떻게응답하셨는가?

또 다른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자 소망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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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무엇을 하고자소망했는가?

예수님 그림을 반원들 앞에 들어 보이고, 그들에게 자신이 배 안에 있는 베드로라고
상상하게 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29~3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각 성구를 읽고 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겠냐고물어본다.

• 베드로는 왜 물에 빠지기시작했는가?

• 이 기사에서 바람과 물결은, 삶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의심을 안겨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있을까?

• 베드로의 경험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저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로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확신에 차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남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에게서 눈을 돌린다면, 그러기가
쉽고 또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크게 유혹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돕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이 지닌 힘과 맹렬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필코 다툼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9쪽)

•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있는가?

•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두려움이나 의심에 빠져드는 것을 면한
일을 여러분은 언제목격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 우리는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더 잘 고정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 낙담에 굴복할 수도 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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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복음
그림책[2009년], 43번 참조, 또한 LDS.org
참조)의 그림을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마태복음 14장 30~3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30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했는가?

•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이 기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들어 올리실 수 있다.)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들어올리시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4장 3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4장 33~36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항해하여 갈릴리의 건너편 기슭에 도착했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데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유를얻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느낌에 따라 행함으로써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라고
격려하고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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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과

마태복음 15장
소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관례적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셨다. 그런 후에 지중해 연안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 그런 다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적으로
사천 명 이상을 먹이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5:1~20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유를 묻다

학생 세 명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각
시나리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1. 한 청녀는 친구들에게서 학교 무도회에 부적절한 옷을 입고 가라는 부추김을 받는다.
그 청녀는 그런 옷차림이 문화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다 하더라도 단정한
옷차림에 대한 주님의 표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2. 한 청남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후기 성도 가족의 일원이다.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는
운동 경기가 방영되면, 가족들은 그 경기를 보기 위해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안식일 교회 모임을 으레 제쳐 두곤한다.

3. 젊은이 한 쌍은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은 혼전 성관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살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둘이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며 유별나다고말한다.

• 이 시나리오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각 시나리오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드러난다.)

전통이나 관습에는 문화 또는 지역 사회, 가족, 친구들의 믿음과 행위가
포함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전통이나 관습의
예를 한 가지 이상 들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전통 및 관습에 동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 물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고있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급한 손 씻기는 의례적 청결을 위해 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손 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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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무엇을 하고
있다고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4~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지 한 가지 실례를 드셨다고 설명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고르반으로 예정해
두었다고 선언하면, 연로한 부모들을 돌볼 의무가 “없다”(6절)고 가르쳤다.(마가복음
7:10~12참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다고가르치셨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7~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구실로
이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이끌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이끌었는가?

• 이 성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관습보다 그분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나왔던 시나리오들을 다시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다음 질문을한다.

•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각 시나리오를 토론한 후에,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된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던 적은 언제인가? 그 경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경험 또한 들려주어도좋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앞서 예로 든 전통과 관습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런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고격려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사람은 더럽게 되거나 영적으로
불결하게 된다고 믿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진실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말씀하셨는가?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강조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1절)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감정이 상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마태복음 15:12~16참조), 무엇이 진실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 부가 설명을하셨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17~2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1절)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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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의미였는가?

경전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악한 생각과 소망을 품는다면, …

• 여러분은 19~20절에 기록된 구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원리를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악하거나 부적절한 생각과 소망을 품는다면, 그런 생각과 소망이
우리를 더럽게 할 것이다.)

• 우리가 악하거나 부적절한 생각과 소망을 품는다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더럽거나
영적으로 불결하게 될 수있는가?

• 어떤 점에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소망을나타내는가?

원한다면, 이 원리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순수한 생각과 소망을
유지하라고권고한다.

마태복음 15:21~28
구주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시다
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의 의로운 소망을 한 가지 이상 열거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그 의로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마태복음 15장에서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를 펼쳐 보게 한다. 그 지도에서 두로와
시돈의 위치를 찾아보게 한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역으로
가시면서 가나안 여인 한 명을 만나셨다고 설명한다. 그 지방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그 시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했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마태복음 10:5~6참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중에 문이 열릴 것이었다.(사도행전 10장참조)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5장 21~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게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 좋을것이다.)

• 가나안 여인은 어떤 의로운 소망을 품고있었는가?

•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과 말을했는가?

학생들에게 답을 말해 보라고한다.

• 그 여인이 이 비유에 대해 보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신앙을 어떻게 더
입증해주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5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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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 주님께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따라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충실하게 간구하는 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교리와 원리들을 찾고 나면 그것들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기에 앞서 먼저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이 특정한 교리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끌거나, 그것을 현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 보게 하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신앙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권능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에 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한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99~100쪽)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옥스
장로의 설명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따라 우리를 즉시 축복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의로운 소망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러한 소망을 이루고자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혹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을 때 (주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졌던 때는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로운 소망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적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라고격려한다.

마태복음 15:29~39
예수께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몇 마리로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다
마태복음 15장 29~39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이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에게로 모여들었다. 구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으며,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사흘을 보낸 후에, 그분은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이시는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 (주: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마가복음 8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학생들이마태복음 15장에서 찾은 진리와 원리들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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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6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셨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였으며, 왕국의 열쇠들을

약속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6: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주께 표적을 구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구들을 칠판에 적어둔다.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

성신을 통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말을믿음으로써

기적을 목격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문구를 칠판에서 선택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선택한 문구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강화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려 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무엇을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께 무엇을원했는가?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시험하다[tempt]라는 동사의 한 가지 의미는 넌지시
알아보는것이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2~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주시겠다고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큰 물고기”(요나 1:17)가 삼켜 버린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셨다고
설명한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매장”되어 있다가 삼 일 후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후 삼 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하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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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신 후에 무엇을하셨는가?

•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구하는 부적절한 방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표적을 구하는
것으로는 영적 진리를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5~1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셨다고 설명한다. (주:이 사건은마가복음 8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마태복음 16:13~20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왕국의 열쇠들을 약속받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신 후,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그들은 어떻게대답했는가?

•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6장 15~19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구주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어떻게대답했는가?

• 17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이 진리를 그에게 알려 주셨다는 점을강조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성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대답은 다음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

• 우리가 다른 방법보다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간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구주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는 성신의 역할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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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진리는 몸의 골수에 배어들어 잊을 수 없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13], 183쪽)

• 우리는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성신으로부터 증거를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학생들에게 구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또는 성신을 통해 간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도록격려한다.

학생 두 명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서 역할극에 참여해 달라고 한다. 학생 한 명에게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비회원 친구 역할을 하라고 한다. 비회원
친구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이 적힌 종이를 준다.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씩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다른 학생에게 대답하게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 그 학생이 그 친구에게 해 주면 좋을 만한 대답을 제안해 주라고 할
수도있다.)

1. 너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어.
그렇게 믿는 게맞니?

2.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그런데 왜 너희 교회만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거니?

역할극을 해 준 두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6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어떤
점에서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로 구별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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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랴 빌립보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음을
상기시킨다.(마태복음 16:13참조)
가능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진을 보여
준다.(성경 사진, 26번, “가이사랴 빌립보”
참조) 학생들에게 이 사진에서 강과 나무들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암석층은
구주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동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8~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시기 위해
어떻게 반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18절)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8]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계시를
말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95쪽)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듯이(아모스
3:7; 사도행전 1:2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95쪽)

• 여러분은 18절에 기록된, 교회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강화되는가?

• 1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약속하셨는가?

•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확실하게 찾도록 돕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왕국의 열쇠를 맡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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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리하는 데 필수적인 총괄하는 권능, 권리 및 권세를말한다.)

학생들이 신권 열쇠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신권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1.1]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의식은 그에 대한 열쇠를 지닌
자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승인하에 이루어집니다.”(“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쪽)

•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여러 열쇠 중에서 인봉 권능의 열쇠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권능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에 따라 집행된 의식은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
권능은 또한 가족을 영원토록 하나로 묶는 데 사용된다. 오늘날 인봉의 권능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갖고있다.

•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신권 열쇠를 주신 이유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신권 열쇠는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학생에게 역할극에서 나온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8~19절에서 찾은 진리를 사용하여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해도좋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진(LDS.org[예를 들면,살아 있는 선지자 및 교회
지도자] 및리아호나연차 대회 특집호 참조)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서 오늘날 주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고대에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열쇠를 갖고 있으며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있다.

마태복음 16:21~28
예수께서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16장 21~28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속죄의 희생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흔쾌히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육에 속한
사람을 부인하고(모사이야서 3:19참조), 순종적이며, 희생해야 한다고가르치셨다.

성구 익히기—마태복음 16:15~19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6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나누라고 격려한다.마태복음
16장 15~19절중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반 전체가 함께 암기할 부분을 선택할지 고려해
본다.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교재의 부록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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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과

마태복음 17장
소개
변형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부여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소년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셨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기적적으로 마련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7:1~13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다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 학생에게
운전면허증을 반원들에게 보이라고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주어지는가?

자동차 열쇠 사진을 전시하거나 보여준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더하여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왜중요한가?

• 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신권의 권세와 열쇠에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운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남성들이 신권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 열쇠로 특정한 차량만을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도 신권 열쇠로 특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거나 이끌 권한을 갖는다.
교회 회장은 지상에서 모든 주님의 사업을 감리하고 이끌 신권 열쇠를 갖고 있으며
또한사용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왕국의 열쇠들 즉,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킨다. 그 당시,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은 이미 신권 권세를 받았지만, 왕국의 열쇠는 아직 받지 않은상태였다.

학생들에게 오늘 경전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왕국의 열쇠들을 받았으며, 나중에
그 동일한 열쇠들이 어떻게 조셉 스미스와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7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권 열쇠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교회의 제일회장단으로 봉사할 것이기에 그들을
선택하여 데리고 가셨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 줄 수 있다.(조셉 필딩 스미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3권 131쪽참조)

•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가셨는가?

• 구주께서는 산 위에서 어떻게되셨는가?

• 변형되었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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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란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경전 안내서, “변형”,
scriptures.lds.org)를 의미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이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형되었다.(교리와 성약 67:11~12참조)

칠판에 다음 제목을 적는다.변형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목 아래에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야고보,요한이라고적는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7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산에서 누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산에서 누가 나타났는가?

칠판에모세와엘리야를추가한다.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나타난 이유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구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엘리야]는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권의] 열쇠들을 주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04쪽)

•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신권 열쇠를 주기 위해서.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신권 열쇠를 회복해 주었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들을 회복했고[교리와 성약 110:11참조], 엘리야는 인봉
권능과 관련된 열쇠들을 회복하였다.[교리와 성약 110:13~16참조] 이들이
커틀랜드에 나타난 것은 변형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범례가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헤롯 왕이 죽인 침례 요한 또한 산에 나타났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마가복음 9:3참조; 경전 안내서, “엘리야”
참조) 칠판에침례 요한을추가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7장 4~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변형의 산에 또 누가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변형의 산에 또 누가 있었는가? (칠판에하나님 아버지를추가한다.)

학생들에게 복음의 경륜의 시대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승인하신 종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권 권세, 의식,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시기임을 간략하게 상기시킨다.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서, 칠판에 열거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인물을 찾아 옆에 별표를 하라고
한다. (그 학생은 칠판에 열거된 모든 인물들 옆에 별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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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다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방문이
이루어진 때와 그 목적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설명할 때, 다음 그림들을
전시하면 좋을 것이다.첫번째 시현;아론
신권을 부여하는 침례 요한;멜기세덱
신권의 회복;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엘리야[복음 그림책 (2009), 90번, 93번,
94번, 95번; 또한 LDS.org참조])

• 각 경륜의 시대에 신권 열쇠들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모든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종들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권 열쇠를
부여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 열쇠가
부여되었음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 현재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조셉
스미스가 받았던 동일한 열쇠들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다.) 그들은 그런
열쇠들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열쇠들은 조셉 스미스로부터 브리검
영과 그다음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져내려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경륜의
시대에도 신권 권세가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부여된 열쇠를 통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학생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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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다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인봉의
열쇠들을 회복하다

마태복음 17:14~23
예수께서 한 소년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시다

마태복음 17장 14~23절에 대한 요약으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구주께 데리고
와서 고쳐 달라고 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치유하신 후,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다. (주:이 사건은
마가복음 9장 14~29절에 대한 교수
제언에서 더 깊이 다루게된다.)

마태복음 17:24~27
예수께서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기적적으로 마련하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7장 24~27절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 이 경전 구절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년성전세를 내어야 했다고
설명한다.(출애굽기 30:13~16참조) 이
돈은 성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부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공회에 의해 이 세금의 납부를면제받았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7장 24~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세금
징수관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세금 징수관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답했는가?

•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베드로는 어떻게답했는가?

이 경전 구절에서타인이라는 단어는 왕국에 사는 사람 중 왕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타인”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왕의 자녀들은 면제되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므로(마태복음
17:25~26;요한복음 2:16참조) 자신은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나, 세금 징수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분이 세금을 내기를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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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마태복음 17장 2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 예수께서 왜 세금을 내시겠다고말씀하셨는가?

칠판에실족하다라는 단어를 적고, 이 맥락에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아마도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분이
세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일부 유대인들은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며 복음 메시지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것이다.)

• 구주의 모범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원리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에는 또 어떤
것들이있는가?

• 여러분은 구주의 모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행위를 피함으로써 어떤 축복들을받았는가?

느낌과 간증을 나누도록 이끄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교리나 원리와 관련된 과거의
영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
복음 진리의 참됨과 중요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 때로 그러한 느낌은 더욱 충실하게
복음 원리대로 살려는 강한 소망을 싹틔울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앞에서 찾은 원리에 따라 더 잘 생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기록해 보라고 하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들은 더욱 자신 있게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 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며, 경전을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될것이다.

성구 익히기 복습 활동은 이 교재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규칙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추가 복습 활동은
본 교재의 부록에서 찾을 수있다.

퀴즈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교재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성구 익히기 구절 중 세 개를 읽어 보라고 한다.
여러분은 또한 새로운 성구 익히기 구절을 몇 개 포함시킬 수도 있다. (반원들에게
경전에서 이 성구들에 표시하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읽기를 마치면, 그
성구의 핵심어를 말해 주거나 세미나리 서표에 나오는 문구를 하나 읽어 주는 식으로
퀴즈를 낸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그 성구가 경전의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보게한다.

제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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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3:24~17:27(4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13장 24절~17장 27절(4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13:24~58)
학생들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 동안 의인을 모으신 후, 재림 때에 악인을 멸하실 것임을 배웠다. 또
다른 비유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온 세상을 채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슬픔을 겪고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들어 올리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날(마태복음 15장)
구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관습보다 그분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악하거나 부적절한 생각과 소망을 품는다면 그런
생각과 소망이 우리를 더럽게 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넷째 날(마태복음 16~17장)
학생들은 마태복음 16~17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주님의 종들이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고대와 우리 시대에 신권의 열쇠가 부여되었다는 것도 배웠다.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셨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였으며,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약속받았다. 다음 교수 제언들은 학생들이 간증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있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6: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주께 표적을 구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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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나타남을 통해

성신을 통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말을믿음으로써

기적을 목격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문구를 칠판에서 선택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선택한 문구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강화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려 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무엇을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께 무엇을원했는가?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2~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주시겠다고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큰 물고기”(요나 1:17)가 삼켜 버린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셨다고
설명한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매장”되어 있다가 삼 일 후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후 삼 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하는것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졌다가 나온 것은(요나 1:15~17; 2장)
그리스도의 사망, 매장 및 부활을 상징한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711–12)

•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신 후에 무엇을하셨는가?

•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구하는 부적절한 방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표적을 구하는
것으로는 영적 진리를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5~1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셨다고설명한다.

마태복음 16:13~20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왕국의 열쇠들을 약속받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신 후,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는지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그들은 어떻게대답했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4단원

114



•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에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주:넷째 날 과에서 학생들은마태복음 16장 15~19절을 성구 익히기 구절로 공부했다. 몇
분을 할애하여 학생들과 함께 그 경전 구절을 복습할 것을 고려해본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6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어떻게대답했는가?

• 17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신을 통해 이 진리를 그에게 알려 주셨다는 점을강조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성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

• 우리가 다른 방법보다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간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구주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는 성신의 역할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진리는 몸의 골수에 배어들어 잊을 수 없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13], 183쪽)

• 우리는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성신으로부터 증거를 받도록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또는 성신을 통해 간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는 느낌에 따라
행하도록격려한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18:1~22:26)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정당하다고
여겼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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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과

마태복음 18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원리들을 가르치셨다.

주님께서는 또한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며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8:1~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가르치시다
칠판에 다음 죄목들을 열거한다.거짓말을 함, 무언가를 훔침, 친구를 배신함.학생들에게
1부터 10까지의 등급을 사용해서, 각 죄목에 등급을 매겨 보게 한다. 1등급은 가장
용서하기 쉬운 죄이고, 10등급은 가장 용서하기 힘든 죄를 나타낸다. 자원하는 몇몇
학생에게 각 죄목에 어떤 등급을 매겼는지 말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든 때에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숙고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8장을 공부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18장 1~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명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타락으로 이끌거나,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6~7절참조) 그런 후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즉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없애라고 권고하셨다.(9절참조) (주:마태복음 18장 1~14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들은
마가복음 9장과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깊이 다루게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없애라고
권고하신 후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사도들에게 교회 선도의 원리들을가르치셨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8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마태복음 18장 16~17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며, 따라서 두세 증인을 통해
증언하게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잘려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오늘날, 그러한 결정을 하는 교회 선도 평의회의 감리자들은 한 개인을 교회에서 절단, 즉
파문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8장 18~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며, 사도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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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셨으며,
그 열쇠를 통해 그들은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인봉 의식을 집행하고, 죄인을 회원으로
계속 남게 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교회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세를
받았다고 설명한다.[마태복음 16:19참조])

• 주님께서는 19~20절에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학생들에게 20절에
나오는 약속에 표시해 두라고 제언해도좋다.)

마태복음 18:21~35
주님께서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를 전하시다
한 학생에게,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잃은 한 가족에 관하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들려준 다음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장식장 제조업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소중한 아이의 시신을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습니다. 우울한 장례일의 날씨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그 가족이
느꼈던 슬픔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관을 옮겼으며, 가족이 뒤따라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수의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바쁜 감독이 장례식을 잊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아버지는 관을 팔에 안고 가족들과 함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숨겨진 쐐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0쪽)

• 여러분이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면, 감독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이들었겠는가?

• 왜 그 감독을 용서하는 일이어렵겠는가?

구주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도로가 주님께 용서에 관해 여쭈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8장 21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베드로의
질문을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구주께 무엇을여쭈었는가?

베드로 시대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세 번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주님께 일곱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여쭈면서, 자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Bruce R. McConkie, The
Mortal Messiah, 4 vols. [1979–81], 3:91 참조)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8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서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함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구주로부터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하셨다.)

•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죄를 범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경전 안내서, “용서”,
scriptures.lds.org;교리와 성약 64:9~11참조]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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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끼치도록 허용하거나, 그 죄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지는않는다.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각 조에게마태복음 18장 23~35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이 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단어를 칠판에적는다.

왕 종 동료 종

• 종은 왕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종아래에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짐이라고적는다.)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예수님 시대에 “10,000달란트는 100,000,000데나리온[로마
화폐]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 1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하루치
품삯이었다.”(Jay A. Parry and Donald W. Parry, Understanding the Parables of Jesus
Christ [2006], 95) 학생들에게 그 종이 이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기 위해
100,000,000데나리온을 365일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100,000,000/365 = 273,973)
칠판에 적은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짐아래에 273,973년이라고적는다.

• 동료 종은 그 종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동료 종아래에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짐이라고적는다.)

따라서, 동료 종은 그 종에게 대략 100일치의 품삯, 즉 연봉의 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셈이었다. 칠판에 적은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짐아래에
100일이라고적는다.

• 그 종이 자신에게 이 빚을 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왕이 그를 악하다고
말한 이유는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이 각각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그 대상이 될 만한 이들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는다.왕
= 하나님 아버지, 종 = 우리, 동료 종 = 우리에게 죄를 범한사람들

• 구주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려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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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좀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가능하면, 각 학생에게 유인물로제공한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데는
큰 겸손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감정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움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Orson F. Whitney, Gospel Themes (1914), 144]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교리와 성약
64:10]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서 미움과 비통함을 없애 버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정의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한 후,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 일을 잊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점점 커지는 분노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소중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노, 악의, 또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던져 버릴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6:13]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속죄로 인한 평화와 위안이 오게 됩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9쪽)

• 파우스트 회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파우스트 회장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수업 앞부분에서 들려준 몬슨 회장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한 학생에게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읽어 달라고한다.

“그 가족이 낮은 품성을 지녔더라면, 감독을 비난하며 나쁜 감정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비참했던 상황을 알게 된 감독은 그
가족을 방문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표정에는 아직도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아버지는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둘은 이해의
영으로 서로 포옹을 하였습니다.”(“숨겨진 쐐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0쪽)

•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러분을도와주셨는가?

•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할지 고려해본다.)

질문을 하고 적용하도록 권유한다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와 교리를 적용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충실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돕는 데 있다. 질문을 하고 적용하도록
권유하면, 학생들이 이런 원리들과 교리들을 현재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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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혹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또한 용서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상처와 분노를 사라지게 할 능력을 간구하여서,
그들이 속죄를 통해 화평과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수 있게
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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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과

마태복음 19~20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세속적인 부보다 우선하여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으며,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19:1~12
구주께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가르치시다
성전에서 인봉받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 준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님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다르다고설명한다.

• 결혼과 이혼에 관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는 무엇인가? (주의:동성
결혼과 같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주제를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한다. 오늘 수업에서
다뤄야 할 다른 중요한 원리들에 대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기때문이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19장 1~12절을
공부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런
가르침들이 자신에게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과 감정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을 토론할 때,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별거나 이혼으로
괴로웠거나 고민이 많았을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따른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함을 기억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주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마태복음 19:3)이라는 말은 비록 사소하거나
이기적인 것일지라도 어떤 이유를 대어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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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답변에서 결혼에 대해 어떤 진리들을 배우는가?
학생들이 몇 가지 진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 교리를 분명하게 강조한다.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확립하신 성스러운관계이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구주께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리새인들은 구주께 어떤 질문을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하신 응답을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에 따르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혼을 허락해 주었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때문에)

이 가르침이 우리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승영에 필요한 결혼, 즉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갖는
결혼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부부들은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결혼은 그러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마태복음 19:8]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현재 해의 왕국의
표준의 결과들을 강요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혼한 사람들이 더 높은
해의 왕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부도덕의 오점이 없다면,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쪽)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신성한 관계로서의 결혼을 계획하시고
확립하신 것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할지 고려해본다.

마태복음 19:13~30; 20:1~16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 가르치시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전하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10회 하면, (조그만
사탕 10개와 같은) 작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그 학생이 팔굽혀펴기
10회를 하고 나면 선물을 주고, 또 자원자가 있는지 물어본다. 두 번째 학생에게는
팔굽혀펴기를 1회만 하라고 한 후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이 학생이 어떤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 두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 두 번째 학생이 받을 선물은 수업을 좀 더 진행하면서
경전에서 배우는 내용에 기초하여 정해질 것이라고 알려준다.

마태복음 19장 13~27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부가 아닌 영생을 구하라고 권고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세상의
재산을 버리고 구주를 따랐으므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여쭈었다. (주:이 성구들에
언급된 사건들은마가복음 10장이 나오는 과에서 자세히 배우게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28~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9절에 따르면, 구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게되는가?

그런 후에 구주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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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에서, 한 남자는 하루 종일 여러 시간대에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한다. 신약 시대에 평상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계절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는있었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리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준다.

품꾼들(시작 시간) 합의한 보수 일한 시간 지불 금액

아침 일찍(오전 6:00)

제삼시(오전 9:00)

제육시(오후 12:00)

제구시(오후 3:00)

제십일시(오후 5:00)

학생들에게 소그룹을 지어 공부하라고 한다. 그룹별로마태복음 20장 1~7절을 읽으면서,
각 시간대의 품꾼들이 일한 시간과 합의한 보수를 찾아보라고 한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으로, 대략 품꾼 한 사람의 하루치급료였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 도표에서 처음 두 개의 칸을
채우라고 한다. (또는 각자 유인물에서 그 칸들을 채우라고한다.)

• 여러분은 누가 가장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8~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각 시간대의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각 시간대의 품꾼들은 얼마를 받았는가? (학생들이 답하면, “지불 금액” 칸에 모두한
데나리온이라고적는다.)

•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 중에 속해 있었다면,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11~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무엇이라 말했으며,
그 주인은 무엇이라 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어떤 불평을했는가?

• 포도원의 주인은 무엇이라답했는가?

•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에 대해 어떤 면에서 정당(또는
공평)하였는가?

학생들이 이 비유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의 급료는마태복음 19장
29절에 언급된 대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하나님께서는 …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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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유에서 품삯이 영생을 나타낸다면, 품꾼들의 수고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 품꾼들의 수고는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진리를 통해 인생 초반에 성약을 맺거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과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7:7~8참조)

•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가 되었든
간에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1회만 했던 학생을 언급하며 다음 질문을한다.

• 그 학생은 팔굽혀펴기를 1회만 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10회 했던 학생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준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다른 품꾼들에게 친절을 보인 것에 대해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5절)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했다고
설명한다. “왜당신은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 16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영문 성경에는 “many be called, but few chosen”이라는 문구가
있음—옮긴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뜻이다.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포함하여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뜻이다.)

• 16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원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시기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잃을 수도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겨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거나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큰 축복이나 행운이 찾아올 때, 언짢아하지 말고,
더더욱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가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지, 혹은 가장 축복을 받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쟁[입니다.] …

탐내고, 입을 삐죽이거나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높여 주지 못하며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것 역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친절합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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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친절하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포도원의 품꾼”,
31, 32쪽)

학생들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공부하면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나눈다.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다음 문장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완성하라고 한다.내가 이 비유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는 …(할)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몇몇 학생에게
발표를부탁한다.

마태복음 20:17~34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시다

마태복음 20장 17~3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배반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지위나 권세를 얻으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모범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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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1~16
소개
예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주초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자신에게로 온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유하셨다.

교수 제언
주:이번 과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 속죄 및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
분량의 시각 자료가 나온다. 구주의 지상 생활 중 마지막 주를 보여 주는 이 개요를 통해,
여러분과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서곡이 되는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요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사용할 수있다.

마태복음 21:1~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다
음식 한 가지를 보여 주거나 칠판에 음식명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이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겠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그 음식을
추천하겠다는 학생 한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에게 이 음식을 먹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정해 보게 한다. 그 학생에게 누군가가 이 음식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겠는지 직접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여러분이 전에 이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먹어 보고 싶은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는가? 왜 그런 생각이들었는가?

구주의 초상화를 보여 준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배우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마태복음 21장 1~11절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도록 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음을 상기시킨다.(마태복음 20:17~18, 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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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4~5절에 언급된 이 예언은스가랴 9장 9~10절에 나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참조 성구를 5절옆에 적어 둘지 고려해 보라고 한다.) 이 예언은 약속된
메시야에 관한 것으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던 구원자[였다.]”(경전 안내서, “메시야”,
scriptures.lds.org) 다음 사실을 설명한다. 성경 시대에 나귀는 “유대인의 왕위를
상징했다. … 나귀를 타신 것은 … 군마를 탄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평화적이고 ‘겸손[한]’
구주로 오신 것임을 보여 주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64)

• 다양한 문화권에서, 왕위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적에
“무리의 대다수”(8절)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동물을 한 마리만 끌고 와서 타셨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
줄 수도있다.)

• 군중들은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요한복음에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요한복음 12:13]를 사용했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 줄 수 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상징이었다. 군중들이 가지와 옷을 길에 폈던 것처럼, 길에 융단을 까는 것은
왕족이나 정복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자 왕이심을 인정하고 환영한것이다.)

승리의 입성(복음 그림책[2009], 50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마태복음 21장 9절의 전반부를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반원들에게는 자신이 마치
군중 속에 있는 듯이 성구의 후반부에
나오는 군중들의 외침을 일제히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어떤 말을 되풀이하였는가?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경전 안내서, “호산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정의를 9절옆에 적어 두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한다.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 달기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을 다는 것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핵심 단어나 문구에 밑줄을 긋거나, 색 또는 음영을 넣거나,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테두리를 그려서 표시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정의, 원리, 선지자들의 해설, 또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들을 경전 여백에 적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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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외친 것 중 일부분은 메시야에 관하여시편 118편 25~26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참조 성구를마태복음 21장 9절옆에 적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왕족과 메시야를 나타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상속자를 부르는 칭호로서 예비된 것이었다고설명한다.

• 이렇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선언하였는가?

•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서, 구주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들었겠는가?

그 당시에 그들 외에도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군중들의 행동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다른 사람들은 이 무리의 행위를 보고서 어떤 질문을했는가?

•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어도좋다.)

• 우리는 교회 모임 외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나 가족
및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적절한 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돕는다.)

•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게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있는가?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답하겠는가?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그중 하나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은언제인가?

여러분이(또는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게 된 적은언제인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 적은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 몇 명에게 발표를부탁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활용하라고격려한다.

제23과

128



마태복음 21:12~16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유하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후기 성도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지난번
성전을 방문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고 묘사해 보라고 한다.
성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묘사해 보라고한다.

• 우리가 이런 느낌을 경험할 만한 어떤 일이 성전에서일어나는가?

내 아버지의 집(복음 그림책[2009], 52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구주께서는 성전의
안뜰로 가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마태복음 21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노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대하고있었는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방문객들은 경배의 일환으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동물들을 사야만 했다고 설명해 준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방문객들이
동물을 살 수 있도록 로마 화폐나 그 밖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었으며, 또 다른
상인들은 동물들을팔았다.

• 성전 경내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잘못이었는가?

이 장사가 필요한 일이었고 좋은 목적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한 것은 불손하고 불경한 일이었다고 설명해 준다. 13절의 내용은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기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음을시사한다.

• 구주의 말씀과 행동에서 성전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집은 성스러운 장소이며,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대하기를바라신다.

•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집에 대하여 경건함을 보일 수있는가?

• 합당하게 성전에 참석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경건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성전에 계시던 구주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하셨는가?

• 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확실하게 찾도록
돕는다.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 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주님께서는 신체적인 병 이외에 다른 어떤 질병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실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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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그들이 찾은 진리에 대하여 파우스트 회장이 나누는 간증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상에 성전 사업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 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세상의 많은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성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편 147:3) 주십니다.” (“영적인 병 고침”,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쪽)

• 왜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경배를 드리면 그분의 치유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게되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경배할 때 경험하는 치유는 이 기사에 묘사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즉각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설명한다.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영향력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인가? (교사도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줄 수있다.)

마태복음 21장 15~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과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분께 “호산나”를 외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설명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인정한 것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다.(시편 8:2참조)

이번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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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나무

© Jose Ramiro Laguna/Shutterstock.com

제24과

마태복음 21:17~22:14
소개
예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서 밤을 보내신 후, 성전으로
다시 가셨다. 가시는 길에, 그분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께로 와서

그분의 권세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여 주는 몇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1:17~32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무언가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적이 있다면언제인가?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닌 뭔가를
마주하신 기사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외적으로 의롭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의롭게 생활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을 알려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서 머무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18~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하셨는가?

잎사귀가 달려 있는 무화과나무의 사진을
보여 준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달려
있다면 보통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무화과나무는 대개 (구주께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보셨던 때인)
봄부터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에서는 그해 동안
내내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기사에 묘사된 나무는
겉으로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다.
구주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가르치시기위해서였다.

• 구주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그들
중 다수는 어떤 점에서 이 기사에 묘사된 무화과나무와 같았는가? (그들은 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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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열매, 즉 행실이라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못했다.)

마태복음 21장 23~27절에 대한 요약으로, 성전에서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구주께 와서,
그분이 어떤 권세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물었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의 침례(또는 성역)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묻는 질문으로 응수하셨다.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비난을 받거나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두려워
구주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였다. 구주께서는 자신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타락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여 주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지시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 두
아들을묘사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28~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느 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더 닮았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어느 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더 닮았는가? 어떤 점에서그러한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 타락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세리들은 세금 징수원이며, 창녀들은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멸시했으며, 그들을 죄인으로여겼다.)

•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떤 점에서 둘째 아들과같았는가?

•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지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말만 하거나 그런
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한다.

학생들이 이 진리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한 청남은 이따금 부모님께 교회 활동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친구 집에
간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주위에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의적으로 많은
계명을어긴다.

• 이 청남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이 이 청남의 친구라면, 그가 품행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주겠는가?

또 다른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한 청녀는 친구들에게 자기 학교의 몇몇 여학생들에 대해 험담을 한다. 그러나 그
여학생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친한 척한다. 그녀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며
성찬도 취한다. 그러나 모임 중에 이따금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로보낸다.

• 이 청녀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척하는가?

•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예시 말고도,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하려는 유혹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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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마태복음 21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1:33~22:14
예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와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가능하다면, 다음 도표를 복사해서 각 조에게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마태복음 21장 33~41절을 소리 내어 읽고, 마지막

세 개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도표에 적어서 완성하라고한다.

악한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1:33~41

상징 의미

집 주인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

종들

집 주인의 아들

학생들이 이 활동을 마치면, 몇몇 조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필요한
경우, 농부는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집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명확히 알려준다.

•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일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으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65참조])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1장 4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의 축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배척한 후에,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질것인가?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1장 53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질 나라가 이방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 … [또는]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경전 안내서, “이방인”, scriptures.lds.org) 또는 하나님의
권세, 의식, 율법 및 가르침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나라들을 지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왕국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때였다.(사도행전 10~11장참조; 또한마태복음
20:16참조) 이 일은 이방 나라에 살았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이 마지막 날들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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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와 유사한 것을 확실하게 찾도록 돕는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해서 열매가 달린 무화과나무를 그려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로운 것들을 그 열매에
적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설명해 달라고한다.

•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이 의의 열매들 중 하나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축복을받았는가?

생각, 느낌, 경험 나누기
학생들이 깨달은 점과 관련 경험을 나누도록 하면 그들이 교리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을 나눌 때, 그들은 종종 성신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간증을 얻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나누는 생각과 느낌,
경험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45~46절에 대한 요약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고서 분노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께 손을 댈 경우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못했다.

마태복음 22장 1~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축복을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 잔치에 빗대어 비유로 들려주셨다고 설명한다.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 다수를 나타냄)은 오기를 거절했다. 그다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방인들을 나타냄)은 잔치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보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11~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손님은 왜 잔치에서쫓겨났는가?

임금은 고대 관습에 따라 손님들이 혼인 잔치에서 입도록 깨끗하고 적절한 의복을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임금이 내어 준 옷을 입지않았다.

• 이 비유에서, 결혼 예복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경전에서, 깨끗한 의복과 예복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진 사람들의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66참조; 또한제3니파이 27:19참조])

조셉 스미스 역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잔치에 오는 사람이 모두 예복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추가되어 있다고 알려 준다. 바꿔 말하자면, 구주를 인정하고 청함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두 구주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준비와 합당성을 갖추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귀중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것이다.

• 이 비유는 칠판에 적은 원리를 어떻게 더 잘 입증해주는가?

우리가 받도록 권유받은 이 영원한 축복들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 배운 것을 적용하여
스스로 준비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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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2:15~46
소개
예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답하셨으며, 그들에게 국법에 순종하고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이끈다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복음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그들이 경전을 연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복음
진리들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이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자신이 알고
느끼는 것들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복음의 참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15~22
바리새인들이 납세의 타당성 여부를 질문하여 구주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수립한 중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법들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마땅이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들이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2장 15~22절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생애 마지막 주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누가복음 19:47; 22:53참조)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주께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는 말은 무엇을뜻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구주에 대해 어떤 계략을 쓰려고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7절에 나오는
가이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제국의 황제였다고설명한다.

•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던 질문은 어떻게 덫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가? (구주께서
로마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유대인들은 그분을 로마의 지지자로
간주하여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배신한 것으로 여길 것이었다. 구주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반역죄를 씌워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있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18~21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1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바치라”라는 말은 세금 납부와 같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동전을 들어 보이며 다음 질문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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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주의 응답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답이었는가?

•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바치라”라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국민이 되고 국법을 준수하기를 바라신다.[또한
신앙개조 제12조참조])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훌륭한 국민이 되고 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58:21참조)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2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주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2:23~34
구주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결혼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구주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전 안내서 주제 목록에서 “사두개인”을 찾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믿지않았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23~2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구주를 계략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사두개인들이 구주께 했던 질문을 어떻게요약하겠는가?

사두개인들은 과부를 위해 마련된 구약의 관습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였다고
설명한다.(신명기 25:5~6; Bible Dictionary, “Levirate marriage”참조) 그들은 이
관습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부활의 교리를 훼손하려하였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29~30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응답하셨는가?

학생들이 구주의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도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사두개인들)에 관한 한, ‘그들’(‘이 세상의 자녀들’)에 관한 한, 그 가족
단위는 부활 때에 계속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그러므로 그들[영원한 결혼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으려 하거나, 살지 않거나,
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교리와
성약 132:16]

말하자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즉 다른 모든 구원의 진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 하늘에서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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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마태복음 22장 29~30절에 나오는 구주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원한 결혼에 관하여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계시하여 주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32편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결혼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누가 부활 때에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을]”(16절)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구주께서는마태복음 22장 30절과교리와 성약 132편 15~17절에서 결혼과 내세의
삶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또는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신권 권세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봉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부부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31~3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어떤 다른 진리들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32절에서 어떤 말로 부활이 실재함을언급하셨는가?

• 사람들은 구주께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반응했는가?

마태복음 22:34~40
구주께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1분 동안 계명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얼마나 많은 계명을 적을 수 있었는지 말해 보라고한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 담겨 있다고 가르친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35~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 중 한 명이 이 계명들에 관하여 구주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2장 36~39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그 바리새인은 구주께 어떤 질문을했는가?

학생들이 구주의 응답을 찾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이 열거한 계명 중에서 “큰” 계명,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어느
계명에 동그라미를 쳤는지 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게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37~4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 두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신명기 6:5;레위기 19:18참조] “네 이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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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왜 이 계명들이 가장 큰 계명으로 간주된다고생각하는가?

•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마련되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돕는다.)

• 모든 계명이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40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한 후에,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었던 계명들을 참조하라고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계명들 옆에
별 모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계명들 옆에는 네모 모양을 표시하게 한다.
(별과 네모 모양이 둘 다 표시되는 계명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계명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보여 주는 것인지 설명하게한다.

• 여러분이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특정한 계명에
순종했을 때 어떤 마음이들었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원리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좀 더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하나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고 권유한다. 이 목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마태복음 22:41~46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시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답하신 후,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2장 41~4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하셨는가?

•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답했는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야가 다윗 왕의 후손임을 알았다고 설명한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다윗 왕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로마와 같은) 외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마태복음 22장
43~4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경전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것을 넘어서그 이상의 존재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사랑받는 자 요한에게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요한계시록 22:16)이셨다. 즉,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면서 그의 후손이기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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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마태복음 22:36~39
학생들에게 카드나 작은 종이에마태복음 22장 36~39절을 적을 시간을 준다. 학생들에게
그 카드를 온종일 가지고 다니며 이따금씩 보면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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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18:1~22:26(5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22장 26절(5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18~20장)
자비롭지 못한 종의 비유에서,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도 배웠다.

둘째 날(마태복음 21:1~16)
학생들은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구주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에서, 학생들은 주님의 집이 성스러운 장소이고 그분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대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셋째 날(마태복음 21:17~22:14)
학생들은 구주께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여러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말만 하거나 그런
척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 다른 진리로서, 학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넷째 날(마태복음 22:15~46)
학생들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훌륭한 국민이 되고 국법을 준수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 배웠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또는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신권 권세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봉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부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배웠다.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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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마태복음 19:28~20:16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 가르치시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전하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10회 하면, (조그만
사탕 10개와 같은) 작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그 학생이 팔굽혀펴기
10회를 하고 나면 선물을 주고, 또 자원자가 있는지 물어본다. 두 번째 학생에게는
팔굽혀펴기를 1회만 하라고 한 후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이 학생이 어떤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 두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 두 번째 학생은 수업을 좀 더 진행하면서 경전에서
배우는 것에 기초하여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예수께서 유대 지역의 해안가에서 가르치실 적에, 베드로는 제자들이 세상의 재산을
버리고 구주를 따랐으므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여쭈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19장 28~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9절에 따르면, 구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게되는가?

그런 후에 구주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이
비유에서, 한 남자는 하루 종일 여러 시간대에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한다. 신약 시대에 평상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계절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었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리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준다.

품꾼들(시작 시간) 합의한 보수 일한 시간 지불 금액

아침 일찍(오전 6:00)

제삼시(오전 9:00)

제육시(오후 12:00)

제구시(오후 3:00)

제십일시(오후 5:00)

학생들에게 소그룹을 지어 공부하라고 한다. 그룹별로마태복음 20장 1~7절을 읽으면서,
각 시간대의 품꾼들이 일한 시간과 합의한 보수를 찾아보라고 한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으로 대략 품꾼 한 사람의 하루치 급료였다고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 도표에서 처음 두 개의 칸을
채우라고 한다. (또는 각자 유인물에서 그 칸들을 채우라고한다.)

• 여러분은 누가 가장 많은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생각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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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8~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각 시간대의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각 시간대의 품꾼들은 얼마를 받았는가? (학생들이 답하면, “지불 금액” 칸에 모두한
데나리온이라고적는다.)

•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 중에 속해 있었다면,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11~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무엇이라 말했으며,
그 주인은 무엇이라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어떤 불평을했는가?

• 포도원의 주인은 무엇이라답했는가?

•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에 대해 어떤 면에서 정당(또는
공평)하였는가?

학생들이 이 비유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의 급료는마태복음 19장
29절에 언급된 대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하나님께서는 …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주신다.

• 이 비유에서 품삯이 영생을 나타낸다면, 품꾼들의 수고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 품꾼들의 수고는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진리를 통해 인생 초반에 성약을 맺거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과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7:7~8참조)

•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가 되었든
간에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팔굽혀펴기를 1회만 했던 학생을 언급하며 다음 질문을한다.

• 그 학생이 팔굽혀펴기를 1회만 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생에게 팔굽혀펴기를 10회 했던 학생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준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0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다른 품꾼들에게 친절을 보인 것에 대해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5절)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했다고
설명한다. “왜당신은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포도원의 품꾼”,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1쪽)

• 16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영문 성경에는 “many be called, but few chosen”이라는 문구가
있음—옮긴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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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뜻이다.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포함하여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교리와 성약 121:34~40참조)

• 16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원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시기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잃을 수도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겨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거나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큰 축복이나 행운이 찾아올 때, 언짢아하지 말고,
더더욱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가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부유하고, 재능이 많고, 아름다운지, 혹은 가장 축복을 받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경쟁[입니다.] …

탐내고, 입을 삐죽이거나 다른 이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높여 주지 못하며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것 역시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친절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포도원의 품꾼”,
31, 32쪽)

학생들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공부하면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나눈다.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다음 문장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완성하라고 한다.내가 이 비유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는 …(할)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 몇몇 학생에게
발표를부탁한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23:1~26:30)
학생들이 다음 단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는가?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대체할 어떤 의식을 제정하셨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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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3장
소개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베푸시던 마지막 주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으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점을 탄식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3:1~12
구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다
학생들에게 서로 자신의 경전을 보여 주고, 누구의 경전이 가장 큰지 판가름해
보라고한다.

• 만일 누군가 가장 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반응하겠는가?

• 이 방법으로 개인의 의로움을 판가름하는 것은 왜 비효과적이겠는가?

•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로움을 겉모습으로 판가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특히,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날것이다.)

• 위선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Bible Dictionary, “Hypocrite”] 또한 실제로는
신앙심이 깊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있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의 마지막 주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3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면 좋을지, 또 삶에서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1~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2절)라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리를 가르치며 율법을 해설하고 집행하는 권세를 지닌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이 문구는 또한 고대 몇몇 회당에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자리를 지칭할 수도 있다. 그 자리는 자신이 회당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합당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위해 따로마련되었다.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점에서 위선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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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을 착용한 유대인

가능하다면,성구함이라고도 불리는,
경문을 착용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 준다.
유대인들은 경문을 착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작은 가죽 상자를 이마와
팔에 끈으로 묶었다고 설명한다. 경문
안에는 구약전서에서 발췌한 성구를 적어
놓은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경문을
착용했다.(신명기 6:4~9; 11:13~21;
출애굽기 13:5~10, 14~16참조)
주님께서는 경문을 착용한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을 위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경문을 착용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는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그 띠를 넓게 만든
사람들을비난하셨다.

• 마태복음 23장 5절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하였는가?

• 그 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5절) 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하였는가?

• 주님께서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고에 따르면, 위선적으로
행동하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편을 택할 수 있다.)

•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8절)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보시기에 동등하므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마태복음 23장 9~1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며, 그리스도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지도자라고 간증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3:6[경전 안내서에 있음]참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직책과 신분을 통해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구를 큰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1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로 여겨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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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시킨다.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진다는 말은 지위가 떨어지지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덜 존경받게 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1~12절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높아지리라”(12절)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이
되게 도우실 것임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마태복음 23장에서 배운 것에 기초해 볼 때, 겸손해진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칠판에 다음과 같은 연속선을 그린다. 학생들에게 학교와 집, 교회에서 행한 선행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선행의 동기와 겸손해지려는 노력을 근거로 하여, 이 연속선상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겠는지 각자 생각해 보게한다.

학생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다음 달 동안
매일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이 경험에 대해
개인 일지에 적으라고 할지 고려해본다.

마태복음 23:13~36
예수 그리스도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에 화를 선언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불투명한 컵 세 개를 준비한다. 첫 번째 컵의 바깥쪽과 두 번째
컵의 안쪽에 진흙이나 기름을 발라 두고, 세 번째 컵은 깨끗한 상태로 놓아 둔다. 컵들을
전시하고, 반원들에게 어느 컵으로 마시고 싶은지 물어본다. 한 학생에게 각 컵의 안쪽을
살펴보라고 한 뒤, 어느 컵으로 마시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더러운 컵들은 어떤 점에서 위선자를나타내는가?

마태복음 23장 13~36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눈으로 훑어보면서, 몇몇
절의 시작 부분에서 구주께서 어떤 말을 반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들 성구에서화라는 단어에 표시하라고 제언해도 좋다.
화[woe]는 고통, 불행, 슬픔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다음 참조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마태복음 23:23~24

마태복음 2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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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3:27~28

마태복음 23:29~36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위선적이었는가?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위선에는 어떤 예들이있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칠판에 적은 각 참조 성구를 소리 내어 읽고, 칠판에
적은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다
영적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경전에서 배우기 위해 노력을 들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다소 어렵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학생들이 복음을 배울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복음 학습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학생들에게 답을 발표하게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말씀하셨는가?

•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시킨다.우리가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선택들에 반영될 것이다.)

• 우리는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 우리 내면의 의로움은 어떻게 외적인 선택에반영되겠는가?

학생들에게 어느 컵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앞서 나온 원리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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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3:37~39
구주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나아오려 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시다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암탉의 사진을
전시하거나그린다.

• 암탉은 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가?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은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려 할
것이라고언급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3장 37~3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이 어떻게 암탉과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점에서 병아리를 모으는 암탉과같은가?

• 구주께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38절)라는 문구를 언급하고,황폐하다는 텅 비어
있거나 버려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구주께로 모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이 문구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미래에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한다.

• 예수께서 암탉과 병아리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구주께로 기꺼이
모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구주께로 기꺼이 모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것이다.)

• 우리는 구주께로 모이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학생들이 구주께로 모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 그분께로 우리를 모으려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 그분께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힘겹게 여겨질 때도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8쪽)

•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구주께로 모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말했는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모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칠판에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게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그 방법들 중 하나로 구주께로
모임으로써 어떻게 보살핌과 보호를 받았는지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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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구주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로 모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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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과

조셉 스미스—마태;
마태복음 24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또한 재림의 징조를 알리시며, 충실한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

교수 제언

더 나은 교사 되기
여러분이 더 나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할 때 영감을 주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며, 여러분의 노력이 최대한 빛을 발하도록 돕고,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알도록 도우실 것이다.

조셉 스미스—마태 1:1~20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다
재림(복음 그림책[2009], 6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궁금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고, 그
질문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조셉 스미스—마태를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조셉 스미스—마태는마태복음 23장
39절과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이라고 알려 준다.조셉 스미스—마태
1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다시
지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으며, 제자들은 그분께로
가서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를 더
알고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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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마태 1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여쭌 두 가지 질문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하고, 칠판에 다음 질문들을적는다.

1.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제 파괴될것인가?

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징조는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2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다루셨으며, 21~55절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짝과 함께조셉 스미스—마태
1장 5~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징조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시기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는” (11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하셨는가?

• 11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굳건하다는 말은 동요되지
않고,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의미이다.

학생들이 11절에 나오는구원을 얻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할
때, 어쩌면 어려움을 면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구주의 권고에
순종하여 굳건하게 남아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조셉 스미스—마태 1장 13~18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므로 산으로 도망할 준비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은 그 환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한 것 중에서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백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다.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구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았다.(마태복음 24:2참조)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81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인 펠라로 안전하게 도망하였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ella”참조)

•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경험은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굳건히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주는가?

•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며 굳건히 남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적은언제인가?

조셉 스미스—마태 1장 19~2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큰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성약 덕분에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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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마태 1:21~37
예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시다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징조를 설명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재림에 관한 징조를 예언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마태 1장 21~2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재림에 관한 징조를 밝히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아는 것은 왜 도움이되는가?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마태 1장 24~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재림 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재림 때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것인가?

• 이런 지식은 택함받은 자들이 속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조셉 스미스—마태 1장 27~3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재림 전에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할것인가?

• 27절과 31절에 따르면, 재림 전에 어떤 희망적인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집합할 것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보는가?

조셉 스미스—마태 1장 32~36절에는 재림과 관련된 또 다른 징조들이 묘사되어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는 후기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할]”(22절)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을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마태 1장
3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속임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속임받는 것을 피할 수있는가?

• 이 성구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저와 함께 봉사한
훌륭한 선교사 중 한 명이 몇 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장로님,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간증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7과

152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몇 가지 반몰몬 인쇄물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 대답을 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고, 간증을 잃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When Shall These Things Be?” Dec. 1996, 60)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이 귀환 선교사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주겠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계속해서 밸라드 장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그에게 그 의문들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쟁점이었으나, 저는 의미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들을
수집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흘 후로 약속을 정했으며, 저는 그때에 각
의문에 대해 모두 답을 해주겠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려할 때 저는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곳에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이제 제가
장로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몰몬경을 읽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바닥만 바라보던 그는 저를 바라보며 ‘오래되었습니다,
회장님.’ 하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었으니 저도 장로님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공평하겠죠. 저는 장로님이 오늘부터 다음 약속 때까지 매일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몰몬경을 읽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꺼내어 그의 질문들에 답하려 하자, 그가 저를 막았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됨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잘됐군요. 그렇더라도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은 알려 주겠습니다. 그걸
찾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 거기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준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When Shall These Things Be?” 60)

• 이 경험은 우리가 37절에서 찾은 원리를 어떻게 입증해주는가?

•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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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마태 1:38~5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간직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은조셉 스미스—마태 1장 38~46절을, 다른
학생은조셉 스미스—마태 1장 47~54절을 공부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배정받은
경전 구절에서 교리와 원리들을 찾아 적어 보라고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읽은 비유를 짝에게 요약해 주고,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 여러분은 어떤 진리들을찾아내었는가?

• 여러분이 공부한 성구들에서 구주께서는 그 진리들을 어떻게 입증해주셨는가?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은 진리들을 말해 달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포함될
것이다.구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우리가 징조를
살피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것이다.

조셉 스미스—마태에서 찾은 진리들을 복습하고,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자신이 적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진리들에 대해 간증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가능하면, 복사해서 유인물로 나누어준다.)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용서를
더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그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보라고 한다. 만약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하겠는가? 그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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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과

마태복음 25:1~13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은밀히 가르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도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5:1~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이야기를 사용하여 관심을 모으고 이해력을 높인다
이야기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들이 간접 체험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복음 원리를 경전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나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실례를 들어 설명할 때,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런 원리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어느 간증 모임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젊은 귀환 선교사에 대해 들려준, 다음 기사를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남이었다면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라고한다.

“그 청년은 열여덟 살 때 장로에 성임된 직후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왔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데이트에서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고, 공개석상에서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데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도 그 일은 충분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집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얼마 동안 차 안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비회원인 어머니가 집에서 정신 없이 차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그의 남동생이 집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 발작
또는 경련 같은 것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회원인 아버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도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 보렴. 이런 일이 생길 때 너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니? 신권이 있으니 와서 어떻게 해 봐.’ …

그러나 그는 그날 밤, 끔찍이 사랑하는 동생이 그의 신앙과 힘을 필요로 했으나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던 느낌과 잘못했다고
생각한 행동 때문에 그는 주님 앞으로 가서 필요한 축복을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합당성에 대한 확신”, 리아호나, 2014년 4월호, 58~59쪽)

•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 청남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토록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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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처녀의 비유(복음 그림책[2009], 53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마태복음 24장참조) 그러고
나서 그분은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설명하셨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비유의 주요 요소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다음 문구들을 칠판에쓴다.

신랑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처녀들

등과 기름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르면, 신랑은 결혼식을 위해 밤에 친한 친구들을 동반하여 신부의
집으로 간다고 설명한다. 결혼식에 이어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 잔치가 베풀어진다. 혼례
행렬에 참여한 손님들은 각자 자신의 등이나 횃불을 가지고 가야 했다. 이로써 그들도
혼인 잔치의 일원임을 나타내며, 그날의 눈부신 아름다움을더했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5~1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각각
무엇을 하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5장 5~1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대신에, 열 처녀의
비유를 담은 비디오 “무릇 슬기로[운] 자는”의 일부(0:00~5:46)를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DVD발표 자료 1~22및 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각각
무엇을 하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을하였는가?

칠판에 적은 이 비유의 주요 요소들을 가리킨다. 반원들에게 각 요소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지 제안해 보라고한다.

칠판에 적은신랑옆에예수 그리스도라고 쓴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5절) 및 “밤중에
소리가 나되”(6절)라는 문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이 문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모두 교회의 회원들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댈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참조) 칠판에 적은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옆에교회 회원들이라고쓴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5장 8~9절을 복습하고,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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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기름이 무엇을 나타내며, 왜 그것을
나눌 수 없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기름을 나누어 쓰지 않는 것은 불친절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름은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일조의 원리에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로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지식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과 간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과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태도나 순결이나 선교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의 특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름은 각자가 자기
몫을 준비해야 합니다. …

비유에 보면 기름을 시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
기름을 한 방울씩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 헌신과 순종을 통해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창고에 기름을 더해 줍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255–56)

• 이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영적 준비, 간증, 신앙, 개종및경험과 같은
학생들의 답을 칠판에 적은등과 기름옆에 쓴다. 기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교리와 성약 45편 56~57절을 읽고,마태복음 25장
8절과 상호 참조하라고제언한다.)

• 이 비유에서, 그리고 영적 준비를 빌리는 것에 대한 킴볼 회장의 해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적 준비를 빌릴 수 없다.)

• 이 비유에서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우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매일
의로움을 통해 간증을 키우고 더 깊이 개종함으로써 재림을 위해 준비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여기에 나오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영적 준비라는 “기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유인물에 열거해

보라고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기름”을 더할 것이다.

제28과

157



충분히 시간을 준 뒤, 몇몇 학생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발표하게한다.

학생들이 의로운 생활을 통해 기름을 한 방울씩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알 수
있도록, 비디오 “무릇 슬기로[운] 자는”의 나머지 부분(5:46~8:44)을 보여 줄지

고려해 본다. 반원들에게 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이 열거한 방법들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보게한다.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5장 11절에는 신랑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했음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tthew 25:12, footnote a)

•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저 그분에 대해 아는 것과 어떻게다른가?

•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알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그분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한다.

•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방법으로 구주를 더 잘 알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들려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젊은 신권 소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그 청남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와드의 어떤 형제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설명한다. 그 형제는 남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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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을 주었고, 그 동생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을 찾았다.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대로 그 청년의 간증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날 밤 제 앞에 닥친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신권을 지녔음에도
행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겪은 부끄러움과 슬픔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동생이 저를 필요로 했고, 비회원이셨던 사랑하는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며 제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일이
더욱더 고통스런 기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서면서 저는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일이지만, 저는 이기고 있습니다. 삶에서 저를 질책하는 손가락을 한 번 느껴 보았으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기분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간증을
끝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합당성에 대한 확신”, 59쪽)

학생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위한 영적 준비를 갖추고 그분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유인물에 열거한
행동들 중에서 한두 가지에 동그라미를 치고, 영적 준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격려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그 목표를 상기하도록 유인물을 집으로
가져가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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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과

마태복음 25:14~46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 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또한 재림
때에 의인들을 악인들에게서 분리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5:14~3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 한쪽에 동전 다섯 개를 놓아 두고, 반대쪽에 동전 두개를
놓아둔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다른 동전 여덟 개를 넣어둔다.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학생 세 명을 교실 앞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들려준 한 가지 비유를 실연해 보자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4~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각각의 종이 무엇을 받았으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돈의 단위라고
설명한다. 주머니 속에서 동전 여덟 개를 꺼내어, 한 학생에게 다섯 개를 주고, 그다음
학생에게는 두 개를 주고, 세 번째 학생에게는 한 개를준다.)

• 종들은 각자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했는가?

동전 다섯 개를 받은 학생에게 교실 한쪽에 놓아둔 다른 동전 다섯 개를 찾아오라고 한다.
동전 두 개를 받은 학생에게는 교실 반대쪽에 놓아 둔 다른 동전 두개를 찾아오라고 한다.
동전 한 개를 받은 학생에게는 동전을 숨기거나 묻는 척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서 동전을 모두 돌려받고, 학생들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 비유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는다.(괄호 안의 해설은 적지않는다.)

종들의 주인(주 예수그리스도)

종들(주님의 제자들)

달란트(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및능력)

• 이 비유의 요소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중 몇 가지는 전세에 있을 때 받아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그 은사들과 그 밖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있다.)

•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따르면, 주인은 왜 각각의 종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돈을
주었는가?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나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짚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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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달란트를 한 개 받은 종, 두 개 받은 종, 다섯 개 받은 종 중에서 어느 종이 여러분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가? 왜그러한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9~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는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첫 번째 종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충실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데 비해 자신은 오직 두 개만 받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충실하게사용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인이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 주인이 처음 두 종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돈을 주었는데도, 왜 그들이 모두 주인에게서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고생각하는가?

•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든 또는 몇 개이든 간에 그것들을 충실하게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반원들에게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거나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방금 칠판에 적은 원리를가리킨다.

•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거나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재능의 성장은 개인의 발전에 관한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 축복을
비교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감사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닐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영을 지니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의 축복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기뻐하라!”,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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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고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적게 한다. 그런 후 자기 종이를
옆에 앉은 학생에게 건네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종이에 이름이 적힌 학생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은사나 능력을 적으라고 한다. 그 종이가 교실을 한 바퀴 돌도록 계속 돌려서
각자 그 학생에게서 보았던 은사와 능력을 적으라고한다.

사랑, 존중 및 목적이 있는 학습 환경 조성하기
학생들은 자신이 교사와 다른 학생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음을 알 때 좀 더 배울
준비를 갖추고 교실에 오게 된다.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며, 교실에서 자신의 생각, 경험 및 느낌을 나누는 데 필요한 소망과
자신감을 심어 준다.

몇 분 후에, 학생들에게 각자 종이를 그 이름이 적힌 학생에게 돌려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적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여러분의 은사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무엇인가?

달란트의 비유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 준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24~3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 달란트를 받아 감추었던 종에게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7절을 읽은 후에,취리는 이자(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어 얻는
수입)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마지막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왜 감추었는가? 이 종의 선택에 대해 주인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하나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있었는가?

• 만일 그 종이 두 달란트를 가져왔다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주인이 그 종에게 주었던 달란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종에게서 빼앗아 다른
종에게주었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스털링 더블유 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왜 그것들을 잃게
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상실한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축복들을
이런 식으로 상실한다. …

사람이 팔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을 상실한다. …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 능력을 상실한다. 예전에 백성들이 신권을
존중하지 않아 그 신권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졌었다. …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재능을 땅에 묻어 두면 그 재능은 발전하지 못한다.”(The
Law of the Harvest [1963],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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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란트를 감춘 종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여러 원리를
언급하겠지만, 다음 진리들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영적 은사를
계발하지 않고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 어떤 점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은사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토론한 원리들에 대해 간증을 나눠 달라고 한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도록격려한다.

마태복음 25:31~46
구주께서 재림 때 의인들과 악인들의 구분을 예언하시다
재림(복음 그림책[2009], 6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31~3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재림 후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재림 후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상징하기 위해
어떤 동물을 사용하셨는가? 의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사용하셨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들 중
절반에게마태복음 25장 34~40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양”(마태복음 25:32~33)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조들에게는마태복음 25장 41~46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염소”(마태복음 25:32~33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서로 다른 구절을 읽은 두 조가 한 그룹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은 것을 요약하고, 그룹별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양)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염소)을
어떻게가려내시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있는가?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그룹이 찾은 원리를 칠판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들을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소홀히 하는것이다.

학생들이 이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다음과 유사한 질문들을한다.

제29과

163



•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는 어린 동생을
어떻게대하겠는가?

• 주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도에서 책을 떨어뜨린 학생을 어떻게대하겠는가?

•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미래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라고 한다. 다음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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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6:1~30
소개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공모하였다. 유월절 날 밤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다.

교수 제언

매번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 준비하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로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본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복음을 가르치는 목표는 … 반원들의 머릿속에 ‘정보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목표는 개개인이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70, 107)

마태복음 26:1~16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공모하다
수업을 하기 전에, 탁자를 하나 준비해서 식탁보를 씌우고 그 위에 납작한 빵(또는 크래커)
몇 조각과 컵을 놓아둔다. 영적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런
상차림은 유월절 동안 유대인의 식탁에서 볼 수 있었다고설명한다.

• 유월절 축제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유월절은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의 천사가 자신들의 집을 지나쳐 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을 기억하도록
제정되었다.[출애굽기 12:21~28; 13:14~15참조] 유월절 행사의 하나로서,
이스라엘인들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다. 이 어린 양은
메시야의 오심을 상징하였으며,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인류는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경전 안내서, “유월절”, scriptures.lds.org참조])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유월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유월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유월절이 지난 후까지
기다리기로결정했는가?

마태복음 26장 6~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에게
와서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분의 임박한 사망과 매장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고 설명한다. 십이사도의 한 사람이자 회계를 담당하던 유다를 포함하여 몇몇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야 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고 싶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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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었다.(요한복음 12:4~6참조) (주:베다니에서 예수께 기름을 부은 일은
마가복음 11~14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14~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유다가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신 후에 유다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다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대제사장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어 그분을 체포할 수 있게했다.)

•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유다에게 얼마를지불하였는가?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은 삼십 세겔은 죽은 종에 대해 상전에게 변상하는
금액이다.(출애굽기 21:32참조) … 배신의 대가는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구주를
멸시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81) 또한 이로 인해 구주에 대한 유다의 배신을 언급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스가랴 11:12참조)

마태복음 26:17~25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들다
거울을 전시하며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어떤 점에서 거울은 우리에게유용한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약점, 한계, 두려움에 맞서는 일을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

그러나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능력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복리에
필수적입니다. …

저는 자기 반성을 할 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거울로,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주여, 내니이까?”,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58쪽)

•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은 어떤 점에서 거울과같은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 17~25절을 공부하면서, 약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마태복음 26장 17~19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장소를 하나 마련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하셨는가?

• 여러분이 그 사도들 중 한 명이었다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들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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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들은 어떤 질문을했는가?

• “주여 나는 아니지요[주여, 내니이까?]”라는 질문은 열한 명의 충실한 사도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영문 성경에는 “Lord, is it I?” 로나옴—옮긴이]

• 이 기사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한 후에,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돌아본다.

한 학생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입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 [주여, 내니이까]’ [마태복음 26:22]
하고 여쭈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존슨 형제를 말씀하시는 걸 거야. 난
항상 그가 미심쩍었어’ 또는 ‘이 자리에 브라운 형제가 있어 다행이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옛 제자들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예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까요?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56쪽)

•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또 다른 학생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권고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주여, 내니이까?’ 이 단순한 말 속에 지혜의 시작점이 들어 있으며 개인적인 개종과
영속적인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

우리는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여, 내니이까?’ 하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단다, 내 아들[또는 딸]아. 네가 개선해야 할 것이 많구나.
네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을 인정한 뒤, 더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길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주여, 내니이까?”, 56, 58쪽)

•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이 앞서 찾은 원리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자기 삶을 살펴보고 자신이 받는 속삭임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라고권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23~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사도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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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유다라고 밝히신 직후에 유다가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13:30참조)

마태복음 26:26~30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동안에 성찬을 제정하시다
최후의 만찬(복음 그림책[2009], 54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중에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다고 알려준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수업을 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 두어도좋다.)

가장 최근에 성찬을 취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어떤 느낌이들었는가?

탁자에 두었던 컵과 빵을 들어 보인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26~2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컵의 내용물과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컵의 내용물과 빵으로 무엇을하셨는가?

• 이 성구에 따르면 성찬의 상징물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찬의 상징물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낸다.)

학생들에게 이들 성구와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 역,마태복음 26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또한
그들에게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6장 24~25절을 읽으라고 한다.(경전 안내서에 있음)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성찬의 중요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영감을 받아 수정된 부분을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다.)

•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이 성찬을 취하는 동안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느낌과 경험을했는가?

학생들이 또 다른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한다.

• 27~2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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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단지 성찬식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참된
의도로 성찬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의도로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있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에서 찾은 성찬에 관한 진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발표하기를 불편해하지 않는 몇몇
학생들에게 권하여 적은 것을 나눠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29절을 소리 내어 다시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언제 성찬을 다시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다음을 설명한다. “성찬은 구주의 속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광 중에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를 바라며 고대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1:26참조)”(New Testament
Student Manual, 83) 우리가 성약을 지키고 끝가지 견디면, 우리는 미래에 구주와 함께
성찬을 취하는 이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27:4~14참조)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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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23:1~26:30(6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26장 30절(6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23장)
학생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것을 공부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자 한다면 낮아질
것이며,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점도 배웠다. 또한 우리가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선택들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구주께로 기꺼이
모인다면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배웠다.

둘째 날(마태복음 24장)
재림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배웠다. 우리가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집합할 것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는 미혹받지 아니할 것이다. 구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우리가 징조를 살피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셋째 날(마태복음 25장)
학생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적 준비를 빌릴 수 없다는 것과, 우리는 매일 의로움을 통해
간증을 키우고 더 깊이 개종함으로써 재림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그분의 면전에 거하기에 합당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학생들은 달란트의 비유를 간략하게 공부하면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영적 은사를 계발하지 않고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넷째 날(마태복음 26:1~30)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성역을 베푸신 날들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점검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성찬의 상징물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낸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의도로 성찬을 취할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들려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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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마태복음 25:14~30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 한쪽에 동전 다섯 개를 놓아 두고, 반대쪽에 동전 두 개를
놓아둔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다른 동전 여덟 개를 넣어둔다.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학생 세 명에게 교실 앞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들려준 한 가지 비유를 실연해 보자고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4~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각각의 종이 무엇을 받았으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돈의 단위라고
설명한다. 주머니 속에서 동전 여덟 개를 꺼내어, 한 학생에게 다섯 개를 주고, 그다음
학생에게는 두 개를 주고, 세 번째 학생에게는 한 개를준다.)

• 종들은 각자 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했는가?

동전 다섯 개를 받은 학생에게 교실 한쪽에 놓아 둔 다른 동전 다섯 개를 찾아오라고 한다.
동전 두 개를 받은 학생에게는 교실 반대쪽에 놓아 둔 다른 동전 두 개를 찾아오라고 한다.
동전 한 개를 받은 학생에게는 동전을 숨기거나 묻는 척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동전을 모두 돌려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 비유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칠판에 적는다.(괄호 안의 해설은 적지않는다.)

종들의 주인(주 예수그리스도)

종들(주님의 제자들)

달란트(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및능력)

• 이 비유의 요소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필요하다면, 그 요소들이 누구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학생들이 알아내도록 도움을 준다.) 칠판에 적은 각 요소 옆에 해설을
적는다.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중 몇 가지는 전세에 있을 때
받아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그 은사들과 그 밖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있다.)

•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따르면, 주인은 왜 각각의 종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돈을
주었는가?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나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짚어 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사를 받았다.[교리와
성약 46:11참조] 우리가 받은 재능의 수가 우리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는
아니라고설명한다.)

다음 질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달란트를 한 개 받은 종, 두 개 받은 종, 다섯 개 받은 종 중에서 어느 종이 여러분과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가? 왜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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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19~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1)는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첫 번째 종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충실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데 비해 자신은 오직 두 개만 받았기에
불평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충실하게사용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인이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 주인이 처음 두 종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돈을 주었는데도, 왜 그들이 모두 주인에게서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고생각하는가?

•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든 또는 몇 개이든 간에 그것들을 충실하게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반원들에게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거나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방금 칠판에 적은 원리를가리킨다.

•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거나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재능의 성장은 개인의 발전에 관한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 축복을 비교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감사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닐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영을 지니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의 축복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기뻐하라!”,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29~30쪽)

•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을 주고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적게 한다. 그런 후 자기 종이를
옆에 앉은 학생에게 건네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종이에 이름이 적힌 학생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은사나 능력을 적으라고 한다. 그 종이가 교실을 한 바퀴 돌도록 계속 돌려서
각자 그 학생에게서 보았던 은사와 능력을 적으라고한다.

몇 분 후에, 학생들에게 각자 종이를 그 이름이 적힌 학생에게 돌려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적은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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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여러분의 은사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무엇인가?

달란트의 비유에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 준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5장 24~3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 달란트를 받아 감추었던 종에게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7절을 읽은 후에,취리는 이자(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어 얻는
수입)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마지막 종은 왜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감추었는가? 이 종의 선택에 대해 주인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하나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에는 어떤
문제가있었는가?

• 만일 그 종이 두 달란트를 가져왔다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토론한 원리들에 대해 간증을 나눠 달라고 한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도록격려한다.

다음 단원(마태복음 26:31~마가복음 3장)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분의 속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조롱당하며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사망한 후 마침내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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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과

마태복음 26:31~75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일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일을 시작하셨다. 유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불법적인 심문을

받으시고, 허위로 고소를 당하셨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구주를 안다는 사실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6:31~46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한 청남은 어릴 때부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들었다. 십 대가 된 그는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지만,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심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회들에 더 관심이 있으며, 선교 사업을 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될까
봐걱정한다.

• 또 어떤 경우에, 청남과 청녀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왜어려운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 31~4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 1~30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음을상기시킨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31~3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이 맥락에서버리다[offend]라는 단어는 실족하거나, 외면하거나,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고설명한다.

•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36~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월절 만찬 후에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 성경 사진 11번, “감람산과 올슨 하이드 공원”과 12번,
“겟세마네 동산”을 펴라고 한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외곽의 감람산에 위치한
감람나무 동산으로,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압착기”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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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 36~38절에서, 예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문구는무엇인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39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동산으로 “조금 나아가[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7~39절에서 예수께서 겪으시는 힘든
짐을 묘사하는 단어나
구절은무엇인가?

•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간구하였는가?

컵을 들어 올린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잔은
그분이 속죄의 일환으로 겪으셨던 격렬한
고통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위대한 속죄
희생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기시작하셨다.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 가르치기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록이 있다. 이 교재에서,
마태복음 26장이 나오는 과에서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가복음 14장이 나오는 과에서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을 다룬다.
누가복음 22장이 나오는 과에서는 구주께서 겪으신 격렬한 고통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속죄에 관해 이런 특별한 측면을 가르치면, 그들은 각 기록을 공부하면서 특색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홀런드 장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신 것이 어떤 요청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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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거든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기만 하다면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그러나 결국 그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가르침, 설교, 병 고침”,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21쪽)

학생들에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라는 문구에
표시해 두라고 해도좋다.

• 비록 예수님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간구하셨지만, 그분은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복종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그에 따른
죽음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다음의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것이다.

• 여러분은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던 청남에 대한 시나리오와 칠판에 열거한 그
외 상황들을상기시킨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주의 모범으로 강화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달랐는데도, 결국 그분의 뜻을
따랐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와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 37~38절을 살펴보면서,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지시를하셨는가?

•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라는 지시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었다고생각하는가?

구주께서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지시가 왜 제자들에게 필요했겠는지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산으로 들어온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매우 슬퍼하며
이분이 메시야인지 의심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다]”(조셉 스미스 역,마가복음
14:36[경전 안내서에 있음])는 점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지시함으로써, 조금도 방심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분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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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야인지 의심했는가?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고통을 겪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메시야가 로마제국을
멸망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기대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4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세 명의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잠이 들었다고 나온다는 점을설명한다.

• 왜 사도들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같은가?

•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구주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잠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어떠했겠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4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구주께서 이 사도들에게 하신 지시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41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거나, 경계하거나, 조금도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임을 상기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도 겟세마네에서의 사도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해서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유혹을 물리쳤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되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 목표를 상기할 수 있도록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라고권한다.

마태복음 26장 42~4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매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을표현하셨다.

마태복음 26:47~75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다
한 학생에게 제럴드 엔 런드가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는
나중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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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능, 빛, 영광으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 자신의 말로 태양계,
은하, 별들도 생겨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들 앞에 서서 아무런
가치나 쓸모도 없는 존재로 판단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Knowest Thou
the Condescension of God?” Doctrines of the Book of Mormon: The
1991 Sperry Symposium, ed. Bruce A. Van Orden and Brent L. Top
[1992], 86)

칠판에마태복음 26장 47~68절이라고 쓴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이 성구들을 반
전체가 소리 내어 읽게 하거나 둘씩 짝지어 소리 내어 읽게 하거나 각자 조용히 읽으라고
지시할 수있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6장 47~68절을 읽게 하는 대신에,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서 다음 영상들을 보여 줄 수 있다. (1)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신 구주”(5:53~8:30),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 의해 팔리어서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2) “가야바에게 심문을 받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는
베드로”(0:00~1:40), 예수께서 가바야에게서 심문을 받으시고,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영상들은 LDS.org에서 시청이가능하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심문을 받을 때조차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복종하셨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5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을 겪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도있으셨는가?

• 예수께서는 천사들의 군단이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구해 내도록 요청하는
대신에 무엇을하셨는가?

•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구주의 의지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을 멸할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기꺼이 고통을 겪으시고 견디어 내셨다.(니파이전서 19:9참조)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만약 자신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무한한 권능을 요청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못했다.

56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라는 구주의 예언은 성취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외면은 일시적인것이었다.

마태복음 26장 69~7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분을 모른다며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고 설명한다. (주:베드로의 부인은
누가복음 22장이 나오는 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이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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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과

마태복음 27:1~50
소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그분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데려갔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7:1~25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경전에 나오는 사건 하나에 대해 목격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을선택하겠는가?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말해 달라고 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격하는 상상을 해 보라고한다.

다음의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오늘 나는 … 을/를 보고 … 을/를느꼈다.

칠판에 적은 미완성 문장을 가리키면서, 학생들은마태복음 27장 1~50절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토대로, 수업이 끝나 갈 때 이 문장을 완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마태복음
26:56)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로 고소했다. 이 죄는 유대인 법률에서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였으나,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므로 누군가를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도록 로마법에
위배되는 죄명을 찾으려고하였다.

마태복음 27장 1~10절에 대한 요약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고 설명한다. 유다는 이를 보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자 했으며, 그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은전은 “핏값”(마태복음 27:6)이었으므로 성전고에 넣어
두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았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또는 외국인)의 묘지로 삼았다. 마태는 이 사건을스가랴 11장 12~13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언급했다.

수업 중 함께 경전 읽기
수업 중에 함께 경전을 읽으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성구들에 대해 더 익숙해지고 더 잘
이해하게 되며 더 자신 있게 스스로 경전을 읽게 될 것이다. 반 경전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각자 지정받은 성구를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잘 읽지 못하거나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 소리 내어 읽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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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11~1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낭독하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1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하였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죄, 즉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죄목으로
고발하였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였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설명한다.

• 14절에 따르면,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던 까닭은무엇이었는가?

학생들에게 만일 구주를 변호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빌라도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마태복음 27장 15~16절에 대한 요약으로, 해마다 유월절 축제 동안에 로마 총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석방시킬
죄인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허용되었다. 예수님이 선고를 받을 당시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인이 있었는데, 그는 절도범, 로마 당국에 대항한 반역자 및 살인자로 유죄
선고를받았었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17~2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라도가 총독 관저에 모여 있던 군중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7절과 21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무엇을물어보았는가?

• 어떤 이유에서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석방하자고 제안하였을 것같은가?

• 빌라도는 왜 결국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선고하였는가?

마태복음 27:26~50
예수께서 채찍질을 당하며,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보내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채찍으로 수차례 매를 맞는것)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뾰쪽한 작은 돌을 보여 주고, 채찍질에 사용된 채찍은 종종 (돌이나
금속 또는 뼛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넣어 여러 가닥으로 짜서 만들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하인들에게 가해진 반면에 귀족층이나 로마의
자유민들은 몽둥이로 맞았다. 채찍질을 당하면 신체적 외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못했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27~3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무엇을했는가?

• 왜 군병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에,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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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33~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엇을 거절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거절하셨는가? (자신에게 제공된 음료를 마시는것)

이 음료를 준 것은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다. “쓸개 탄”(마태복음 27:34)
식초 또는 마가가 기록한 대로, “몰약을 탄 포도주”(마가복음 15:23)는 관례상 죽어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마취제로 제공되었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마시기를 거절함으로써 감각을 둔화시키지 않는 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으며, 아직 남아 있는 속죄의 고통을 모두 겪는 동안 의식을 잃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다.

몇몇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7장 35~45절을 돌아가며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시험하려고 그 외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시험하려고 어떻게하였는가?

•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할 권능을 갖고 계셨음에도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7장 4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온 영혼의 확신을 담아, 저는 …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그분의 아들을 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통틀어 이
고뇌하는 최후의 고통의 순간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더 가까웠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던 그분의 영을 잠시
거두셨습니다.”(“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7~88쪽)

•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을
거두셨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이 46절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준다.

“나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불결한 것에 손대 본 적 없는 온전한 아들이, 나머지
인류인 우리, 즉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될 것인지 알아야 했다는
것은 위대한 속죄의 핵심이자 필요조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속죄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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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했습니다.”(“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87~88쪽)

• 마태복음 27장 46절과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구주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무엇을 겪으셨는지에 대해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일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떠나는 것을 느끼셨다.)

•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영이 떠나는 것을 겪으셨는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시기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떠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분리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간증한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있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7장 50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 줄 때,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끝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tthew 27:50, footnote a참조]

• 이 성구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학생들에게 지난 수업에서마태복음 26장을 공부할 때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셨으며 기꺼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을
배웠다고 상기시킨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마태복음 27장 50절옆에마태복음 26장 39절을 상호 참조 성구로 적어 두라고
제언해도좋다.

•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신 것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뜻이었는가?

학생들이마태복음 27장에서 배운 사건, 교리들, 원리들의 중요성과 진리를
복습하고 느낄 수 있도록,몰몬 메시지비디오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4:25)를 보여 주어도 좋다. 이 영상에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극화한 장면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6~88쪽)의 발췌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LDS.org에 실려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이 수업 초반에 칠판에 쓴 미완성
문장을 다시 언급한다. “오늘 나는 …을/를 보고 …을/를 느꼈다.”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서 완성해 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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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51~28:20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무덤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며, 사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교수 제언
마태복음 27:51~56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다
학생들에게 자신과 또는 아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였던 누군가가 사망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왜 힘든일이겠는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7장 51절~28장 20절을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겪을
때 그들에게 위안이 될 만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오늘 수업의 배경을 알려 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간단히 요약하게 할 수도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5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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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성전 내부 도해를 칠판에
그릴지 고려해본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면전을
나타내었다. 이 두 개의 방은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일 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전의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물의 피를
뿌렸다.(레위기 16장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휘장을
통과하셨으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들어가실 것임을 보여 주는
극적인상징이었다.

학생들이 휘장이 찢어진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지성소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어린양이 흘리신 속죄의 피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장소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곳,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고대에 성전의 휘장을 통해
행해진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모형이 되었으며,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휘장을 통과하여 주님의 면전으로
들어가 완전한 승영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830)

•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회개하고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해지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기에 합당해지도록우리는무엇을 해야하는가?

마태복음 27장 52~5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전에
죽었던 많은 의로운 사람들도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성구들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로마 백부장과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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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5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로마 백부장 및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백부장 및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반응했는가?

•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게되었는가?

마태복음 27:57~66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공모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
마태복음 27장 57~61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유한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58절) 청하였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천으로 싸서 자신이 소유한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막았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7장 62~6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을요청했는가?

• 그들은 왜 그렇게 하기를원했는가?

마태복음 28:1~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다
그 주의 첫날, 즉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사랑과 경배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왔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그 여인들은 무덤에 다가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여인들이
천사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보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tthew 28:2, footnote a참조])

• 여러분이 두 명의 천사를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경비병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5~6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말했는가?

• 이 말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학생들이 부활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세 명씩 그룹을 지어 주고
그룹별로 다음 유인물을 작성하라고한다.

“그가 …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부활” 부분을 공부한다. 그런 후 아래에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하고
빈칸에 답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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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온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 어떻게 위안이 될 수 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배운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첫 부활절이 된 부활의 아침의 기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으로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한 사랑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

주님이 육신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우리도 모두 육신과 영이
재결합되어 부활의 날에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고 모든 인류가 그러해야 하듯이,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사망을 이긴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사망을 이긴 승리”, 성도의 벗, 1997년 4월호, 6쪽)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였는가?

• 왜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났다고생각하는가?

•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겪은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던 중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8장 11~15절에 대한 요약으로, 그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가는 동안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 구주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열한 명의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에 따라 갈릴리로 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열한 명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따른 덕분에 어떤 축복을 받게되었는가?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을 본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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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히도록 돕기 위해 이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들을 참조한다.

• 구주를 본 사도들은 무엇을 하라는 명을받았는가?

•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어떤 책임이
있음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한 후에,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예를
말해 보라고 해도 좋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20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을주셨는가?

•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셨는가,
즉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도와주셨는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가족 구성원,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는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우라고 한다. 그 목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성구 익히기—마태복음 28:19~20
학생들이 이 성구 익히기 경전 구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조별로 한 사람은 종이 한 장에 그 구절을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종이를 띠처럼
길게 여러 조각으로 자르되, 구절의 의미가 중간에서 끊기지 않게 자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종이 띠 조각을 섞고 나서, (필요하면 경전을 참고하여) 그것들을 순서대로
정렬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경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한 조각을 빼고, 그 빠진 구절을 외워서 낭송해 보라고 한다. 그
조각의 구절을 다 외우고 나면, 다른 구절 조각을 빼서 그 두 구절을 모두 외워 낭송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이 성구 전체를 외워서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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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소개
왜 마가복음을 공부하는가?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죽음, 부활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며, 대체로 구주의
권능 있는 행적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행적 중 으뜸은 속죄이며, 마가는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메시야로서의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속죄를 강조했다. 학생들은 구주께서
속죄라는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다룬 마가의 기록과 간증을 공부하면서,
복음으로 더 깊이 개종하게 되고 구주를 따를 용기를 얻을 수있다.

누가 마가복음을 썼는가?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또한 요한 마가라고도 불림)이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
제자들에는 속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개종하여 사도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었으며,
베드로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경전 안내서,
“마가”참조)

마가와 그의 모친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집은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사도행전 12:12참조) 마가는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사도행전 12:25; 13:4~6, 42~48참조) 이후에
바울은 마가가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했으며(골로새서 4:10;빌레몬서 1:24
참조), 마가를 성역 “일에 유익[한]”(디모데후서 4:11) 동반자로 칭찬했다.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 마가”(베드로전서 5:13)로 언급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시사했다.

마가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마가복음이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마가는 주후 64년과 주후 70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주후 64년경에
순교당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을것이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가?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인용문의 번역본, 라틴어 표현,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설명 등이
자세히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주로 로마인과 그 외 이방 국가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로마와 로마제국 전체에 걸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된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로마제국 전체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교회의 다수
회원들이 신앙의 시련을 극심하게 겪던 시기에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믿는 이들이많다.

마가복음 중 삼분의 일은 구주께서 생애의 마지막 주 동안 전하신 가르침과 그 기간의
사건들을 다룬다. 마가는 수난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악과 죄,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거했다. 이 증거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들은 박해나 시련, 또는 심지어 죽음에 처했을 때에도 구주를 따랐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이 하신 약속은 결국 성취될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 있게 견뎌 낼 수있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마가복음은 갑작스럽고도 극적으로 전개되며, 사건들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이어간다.
마가는곧,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빠른 속도와 행동을 느낄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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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의 내용 중 90퍼센트 이상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마가의
기록에는 종종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주께서 보이신 연민과 그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다.(마가복음 9장 14~27절을마태복음 17장
14~18절과 비교해 본다) 예를 들어, 마가는 구주께서 성역 초기에 갈릴리와 그 밖의
지역에서 널리 열렬한 환대를 받으셨다고 언급했다.(마가복음 1:32~33, 45; 2:2; 3:7~9;
4:1참조) 마가는 또한 조심스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기록했는데,
그들의 반대는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마가복음 2:6~7참조) 예수님을 파멸시키려는
음모에 이르기까지(마가복음 3:6참조) 급속도로 커져갔다.

마가복음에서 다룬 중요한 주제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누가 그분의 신분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마가복음
8:34) 하는 제자의 본분도 포함된다. 또한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마가복음 4:26~27
참조),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 먹은 사람을 고치신 일(마가복음 7:31~37참조), 벳새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일(마가복음 8:22~26참조)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있다.

개요

마가복음 1~4장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시작하시다. 그분이 자신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자
비유로가르치시다.

마가복음 5~7장구주께서 계속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보이시다.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후, 예수께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거짓 전통에 반하는 가르침을주시다.

마가복음 8~10장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다. 구주께서 자신이 고통과 죽음 및 부활을 겪게 된다고 세 차례
예언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의미하는 바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봉사에 관해가르치시다.

마가복음 11~16장구주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활하시다.

마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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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장
소개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마가복음 1:4) 침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베푼 후, 구주께서는 신성한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나병환자를 고치셨다. 그분의 명성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1:1~20
예수께서 성역을 시작하시다
수업을 하기 며칠 전에 학생 두 명에게 수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짧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영적 생각을 나누는 시간 후에, 그 두 학생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을질문한다.

•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어떤 점이유익한가?

• 마태의 간증을 공부했으므로, 이제 마가의 간증을 공부하면 어떤 점이 유익할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 1~4, 9~11절을 조용히 훑어보면서, 마가가 구주의 삶을 어떤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마가는 어떤 사건부터 기록하기시작했는가?

구주의 삶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마가의 기록은
갑자기 시작되고 전개가 빠르며, 구주께서 행하신 일과 기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록을
작성했을것이다.

마가복음 1장 12~2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갈릴리에서 회개를 전하시고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셨다. (주:이 내용은마태복음 4장수업에서 깊이 있게다루었다.)

마가복음 1:21~39
예수께서 악령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칠판에적의 영토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적의 영토에 들어선 병사는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묻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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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은 적의 영토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모반을 일으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며, 그 추종자들과 함께
루시퍼가 ‘땅으로 내쫓[겼다]’[요한계시록 12:9]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에서
배워 압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려고 작정했기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듭니다.”(“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6쪽)

• 이곳 지상의 삶은 어떤 면에서 적의 영토에 있는 것과같은가?

학생들에게 사방에 만연한 악의 영향력과 유혹으로 압도되었던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 21~39절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악의 영향력과
유혹에 직면할 때 도움이 될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장 21~2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유대인들은 구주의 가르침에놀랐는가?

• 예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마가복음 1:22) 가르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설교하면서
과거의 율법 권위자들이 전한 가르침을 인용하곤 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103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주신 위대한 여호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로
말씀하셨다.(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7:37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Matthew 7:29, footnote a참조)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 23~26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하거나,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중에서 “귀신 들린 남성을 치유하시는 예수님”(1:48)을 보여

준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 있다. 반원들에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그 악한 영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알았는가?

•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육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은 루시퍼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천국에서 내어 쫓기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살았다.)

• 만일 여러분이 당시에 그 회당에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했겠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장 27~2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이 기사는 구주의 권능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계시다.)

제3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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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사방에 만연한 악의 영향력과 유혹으로 압도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 ‘사악한 영들에게도 그들을
다스리는 한계와 제한과 법이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76]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

사탄의 노력은 성약과 복음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 성도의 벗, 1995년 11월호, 10쪽)

• 파우스트 회장에 따르면, 우리는 사탄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28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더러운 귀신[악한 영]을 내쫓으신 후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장 29~39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 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많은 악령을 내쫓으셨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계속 복음을전파하셨다.

마가복음 1:40~45
예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시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 40절을 조용히 훑어보면서, 구주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전파하시는 동안 누가 그분에게로 왔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교실 앞에
나온 학생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한다.

나병[문둥병이라고 낮잡아 이르기도 했으나 지금은 한센병으로 달리 불림—옮긴이]은
피부, 신경, 눈, 뼈, 팔다리를 침범하는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환자는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고대에는 나병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교실 앞에 나온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만일 (학생의 이름)이/가 고대에 살았던 나병환자라면 어떤 대우를받았을까요?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녕을 위해 나병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다고
설명한다. 모세 율법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해 오면 경고하기 위해 환자들이
“부정하다![Unclean]”라고 외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Leper”;레위기 13:44~46참조) 이 장면을 연기하도록 몇몇 학생에게
나병환자 역을 맡고 있는 이 학생 옆을 지나가라고 한다. 나병환자 역을 맡고 있는
학생에게는 그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한다. 지나가는 사람
역을 맡은 학생들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물어본다. 그런 다음, 그
학생들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한다.

• 여러분이 나병을 앓고 있다면 삶에 어떤 영향이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나병환자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들에게 구주께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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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장 40절에 따르면, 그 나병환자는 구주를 보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간구하다[beseeching]라는 단어는 간청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 그 나병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원하시면”이라는 문구는 어떻게 그 나병환자의 신앙을 시사해주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 41~4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 사람의 간청에
어떻게 응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그 사람의 간청에 응하신 방식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감명깊었는가?

• 만일 여러분이 그 나병환자였다면, 구주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에게 대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했겠는가? 왜그런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나병을 치유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변화되겠는가?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나병은 죄에 비유될 수있다.

나병이 어떻게 죄에 비유될 수 있는지를(레위기 14장참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성경 시대에 나병은 육체에 처참한 결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와 부정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이 지독한 질병이 육체를 갉아먹고
파괴시키듯이 죄도 또한 인간의 영적인 면을 좀먹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다.”(The Mortal Messiah, 4 vols. [1979–81], 2:45)

• 나병은 어떤 면에서 죄에 비유될 수 있는가? (나병을 죄에 비유할 때, 질병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확실히이해시킨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장 40~42절을 소리 내어 다시 읽되, 이번에는나병환자는
죄인으로, 그리고나병은죄로 바꿔서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나병환자의 치유를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경전 말씀을 자신에게 비유하기
경전 말씀을 자신에게 비유해 본다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견주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전에 묘사된 인물들의 경험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때, 그들은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을 더 잘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그런 교리와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 이 성구들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읽을 때,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시사하는
단어는무엇인가?

• 그 나병환자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 행한 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에 어떻게 비유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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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병환자의 치유를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에 비유해 봄으로써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구주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께 나아가야하는가?

학생들에게 그 나병환자가 치유되기 전과 후의 삶이 각각 어떠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한다.

• 죄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있는가?

•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진 후,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학생들에게 개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를준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떤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는지를 숙고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 회개, 순종을 통하여 구주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고한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본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1장 43~4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그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모세 율법에는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성전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제물을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설명한다.

• 그 사람은 구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후에
어떻게했는가?

• 그 사람이 자신이 치유받은 소식을 널리 퍼뜨린 결과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관하여 어떤 점이 가장 감명적이었는지 물어볼 것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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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과

마가복음 2~3장
소개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셨으며, 마태를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다.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도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성신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2:1~12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는가? 왜그런가?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는 딱 한 사람뿐인데 그 의사와는 약속을 잡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기꺼이하겠는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대한 요약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중풍병자”(마가복음 2:3)가 있었으며, 중풍병자란 몸이 마비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네 사람이 그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다. 그 집이 사람들로
몹시 붐비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된 그들은 그 집의 지붕을 일부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구주께서 계신 아래쪽으로 달아내렸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2장 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2장 6~12절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6~7절에 따르면, “어떤 서기관들[은]” 구주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구주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노했다.)

•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뭐라고말씀하셨는가?

• 구주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무엇을 증명하시고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다.)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서기관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권능을 지니셨다는 증거를 얻었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증언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예수께 다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는
언급은없다.

(주:마가복음 2장 1~12절에 기록된 사건들은누가복음 5장수업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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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2:13~22
예수께서 마태를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시고, 세리 및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학생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주고, 조별로 종이를 한 장씩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그 답을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그들의 답을 말해 달라고 한다. 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죄짓기를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나 당혹감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믿지만, 자신이 지은 특정한 죄를
용서해 주실지에 대한 신앙은부족하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2장 13~22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도록 북돋아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2장 13~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무엇을하셨는가?

• 구주의 권유에 레위는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통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세관에 앉아 있[다]”(14절)는 문구는 마태가 세리, 즉 “가버나움에서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원”이었음을 의미하며, 그는 “아마도 헤롯 안디바를 위하여 일하였을
것이다.”(경전 안내서, “마태”)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자기 백성의 돈을 징수하여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몹시싫어했다.

• 15절에 따르면, 마태는 구주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했는가?

• 그들 외에 누가 이 식사 자리에참석했는가?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우정과 화목을 보여 주는것이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2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구주를 보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말했는가?

•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 그들이 그분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2장 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구주께서 어떻게 응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구주께서는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언하셨다고설명한다.)

• 구주의 대답은 그분이 세리 및 죄인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이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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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에 대해 구주께서 응하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17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구주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치유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치유되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

따라서 약물 남용이나 외설물 같은 중독 행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그러한 중독에 근접해 있는 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인정해 주시며 우리가 회개를 완수할 때 사랑으로 우리를 …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6쪽)

•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간) 세리 및 죄인들과 같은지,
아니면 (구주께 나아가 용서와 치유의 권능을 구하려 하지 않은)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과
같은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구주께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으며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회개를 통해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고격려한다.

마가복음 2장 18~2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가르치셨다. (주:이 가르침은누가복음 5장
수업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게된다.)

마가복음 2:23~3:6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계획돼 있던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마가복음 2~3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질문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여러분은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어떻게아는가?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학생들 절반에게는마가복음 2장 23~28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또한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2장 26~27절[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appendix]을 읽도록 권한다.(학생 교재에 한글 번역이 실려 있음—옮긴이)
나머지 절반에게는마가복음 3장 1~6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행동을
구주와 제자들이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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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은 구주와 제자들이 안식일에 했던 어떤 행동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여겼는가? (밀 이삭을 자른 것과 사람을 치유한것)

•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거나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로간주했겠는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유대교 교사들은 구전 율법 또는 전통으로 불린, 자신들이 정한
규칙과 해석을 모세 율법에 덧붙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런 추가된 규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계명들이 주어진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못했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는 …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있다.

• 여러분은마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있는가?

•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로는 어떤 것이있는가?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기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들을 찾고 나서 그것들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이 특정한 교리나 원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하거나, 원리를 현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리나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학생들이 안식일에 하기에 적합한 활동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어디에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지침
안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지침들은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받아들여 양심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37 참조)

안식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경건한 자세로
행해야 하고 그 밖의 활동은 제한해야 합니다.”(“주님의 날”,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40쪽)

• 여러분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느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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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도록격려한다.

마가복음 3:7~35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도들을 내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신성모독에 대해 경고하시다
마가복음 3장 7~3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악한
영이 들린 몇몇 사람을 포함하여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십이사도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성임하고 내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사탄을 내어 쫓게 하셨다. 그런 후 서기관들에게 성신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가르치셨다.

(주:마가복음 3장 7~35절에 기록된 몇몇 사건은마태복음 12장 22~35절수업에서 더
깊이 다루게된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번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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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태복음
26:31~마가복음 3:35(7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태복음 26장 31절~마가복음 3장(7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태복음 26:31~75)
학생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이루라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선택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지시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 기도한다면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마태복음 27~28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일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떠나시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음을 배웠다. 그들은 구주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진 기사를 공부하면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날(마가복음 1장)
학생들은 예수께서 사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기사에서, 구주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예수께서 나병환자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배웠다.

넷째 날(마가복음 2~3장)
학생들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그를 치유하는 기사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예수께서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기사를 공부하면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치유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음을 배웠다.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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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마태복음 2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을 죽음으로
잃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질문한다.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힘겨울 수 있는 이유는무엇인가?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그 주의 첫날 일찍이, 즉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무덤으로 갔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다가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여인들은 무덤에 다가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 성구들과 관련해서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그 여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두명의 천사를 보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고 설명한다.[또한요한복음 20:12참조])

• 여러분이 두 명의 천사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4절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5~6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뭐라고말했는가?

• 이 말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학생들이 부활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다음 유인물을 작성하라고한다.

“그가 …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부활” 부분을 공부한다. 그런 후 아래에 나오는 질문들을 토론하고
빈칸에 답을 적는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로 온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 어떻게 위안이 될 수 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배운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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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활절이 된 그 부활의 아침의 기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으로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한 사랑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

주님이 육신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우리도 모두 육과 영이 재결합되어
부활의 날에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고 모든 인류가 그러해야 하듯이,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사망을 이긴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사망을 이긴 승리”, 성도의 벗, 1997년 4월호, 6쪽)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이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했는가?

• 왜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28:8)

• 여인들이 자신들이 겪은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던 중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8장 11~15절에 대한 요약으로,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가는 동안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 구주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했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8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열한 명의 사도가 여인들이 전한 메시지에 따라 갈릴리로 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열한 명의 사도는 그 메시지에 따라 갈릴리로 간 덕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보았다.)

학생들에게 일어서서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라고 한다. 이 성구가
성구 익히기 구절임을상기시킨다.

반원들에게 19~20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구주께서 자신을 본 사도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를 본 사도들은 무엇을 하라는 명을받았는가?

•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어떤 책임이
있음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정 학습 공과에서마태복음 27~28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 보았다고 상기시킨다.(7단원:
둘째 날, 3번 과제)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나누고, 그 방법들에 대한 예를 말하고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방법들을 칠판에 열거해도좋다.

•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하셨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7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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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셨는가,
또는 어떻게 여러분을도우셨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반원들 앞에서, 소그룹으로, 또는 짝을 지어
나누게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원한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지에 관하여 경전 학습 일지에
목표를 적는 과제도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목표를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라고한다.

다음 단원(마가복음 4~9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시며,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더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맹렬한 폭풍 속에 있었던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본다. 그들에게 살면서 맹렬한 폭풍 또는 어려움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돌아오는 주에마가복음 4~9장을
공부하면서, 힘든 시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7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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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과

마가복음 4~5장
소개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바다 위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이 그 악령들보다 우세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은 최악의 폭풍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그들의
경험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고한다.

• 인생에서 겪는 도전과 어려움은 어떻게 폭풍과같은가?

다음 낱말들을 칠판에 적는다.(각 낱말 아래에 여백을 남겨 둔다.)육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칠판에 적은 각 낱말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을한다.

• 청소년들이 겪는 육체적(또는 영적, 정신적, 사회적) 폭풍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있는 해당 낱말 아래에적는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4~5장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폭풍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가복음 4장 1~3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몇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4장 35~3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어떤 문제가발생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거의 213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따금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산 아래로 세차게 불어닥쳐, 갈릴리
바다 위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 광풍이 갑작스럽게 형성되어, 때로는 몇 분
만에 비교적 조그마한 이 호수에 엄청난 파도를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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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바다와 아르벨 산

• 폭풍은 그 배에 어떤 영향을끼쳤는가?

•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 배
안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 것같은가?

• 이 두려운 때에 제자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는가? 그들은 구주께
뭐라고청했는가?

•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겪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하려는
유혹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4장 3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응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39절)에 표시를 하라고 제언해도좋다.

• 우리가 곤경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곤경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실 수 있다.)

• 우리는 곤경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축복받게 될것이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4장 40~4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41절에 나오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대답했겠는가?

• 예수님이 “누구[인가]”(41절)를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으며, 또
곤경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있는가?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찬송가, 59장)의 가사를 읽으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폭풍도 잠잠하게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강조한다.

몇몇 학생에게 인생의 폭풍을 겪는 동안 주님께 평안을 구했을 때 그분께서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위안을 주셨던 경험에 대해 나누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힘든 시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각자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할지 고려해본다.

마가복음 5:1~20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심으로써 한 사람을 치유하시다
마가복음 5장 1~18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더러운”, 즉 악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설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은 돼지 떼에게
들어갔으며, 그런 후 그들은 벼랑으로 질주하여 바다에 빠졌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께서 계신 배에 타기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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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속도 정하기
수업의 첫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탓에 나머지 시간을 매우 급하게 진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의 각 부분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대부분의 경우 가르칠 시간에 비해
가르칠 내용이 더 많으므로, 여러 성구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요약할
것인가를 결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하셨는가?

• 그 사람은 어떻게반응했는가?

• 우리가 삶에서 구주의 권능을 경험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
삶에서 구주의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과 연민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축복과 연민에 대해 간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한다.

마가복음 5:21~43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의 셰인 엠 보웬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의 셋째 아들이자 여섯 번째 자녀는 1990년 2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타이슨이라 했습니다. …

8개월이 되었을 때, 타이슨은 카펫에서 발견한 분필 조각을 삼켰습니다.
분필은 타이슨의 목에 걸렸고 아이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타이슨의 형이
타이슨을 위층으로 데려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구조원이 도착하여 타이슨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대기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필요한 만큼
계시다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는 떠났습니다.”(“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6쪽)

• 만일 타이슨이 여러분의 동생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들었겠는가?

• 이와 같은 경험은 누군가의 신앙에 어떻게 시험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21~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이로라는 관리가 어떻게 신앙의 시험이 되었을 수도 있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야이로는 구주의 도움을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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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25~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또
누가 구주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신약전서에는 그 여인의 “혈루증”(25절), 즉 출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모세 율법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의례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레위기
15:19~33참조) 그것은 이 여성이 그 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외면당하고 배척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고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마가복음
5:26)는 사실로 보아 그녀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필사적인 심정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있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27~3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여인이 구주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마가복음 5:27]라는 표현은 그녀가 구주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 속을
뚫고 가려고 애를 썼음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어떤 약점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분에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뜻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5장 3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멈추어 그 여인을 도우실 때
야이로에게 어떤 전갈이 왔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이로는 어떤 전갈을받았는가?

• 만일 여러분이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들었겠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야이로의 신앙을 돋우는 어떤 말을하셨는가?

이 이야기에서 신앙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바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려면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그분을 믿어야한다.

•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있는가?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5장 37~4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이로의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기적을행하셨는가?

여러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치유하시는 구주의 권능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 때로
구주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폭풍을
잠재우신다고 설명한다. 또 때로는 보웬 장로가 말한 아들의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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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평안을 안겨 주실것이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폭풍의 결과에 관계없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보웬 장로가 전한 다음 간증을 읽는다. 학생들에게 보웬 장로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죄책감과 분노, 자기 연민이 저를 휩싸려 한다는 것을 느끼자 저는 제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성스러운 경험을 통해,
주님은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제
시각은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잃은 것이 아니라 충실함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큰 축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질병과 고통을
견디어 내도록 도우실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위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공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쪽]”(“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17쪽)

• 여러분이나 다른 아는 사람이 야이로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유지했던 적은 언제인가? 그 결과로 어떤
축복들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이번 과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도록 권유할 것인지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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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과

마가복음 6장
소개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그분은
십이사도들을 내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예수께서는

기적적으로 오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6:1~29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십이사도들을 내보내시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자세히 언급되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최근에 옳지 않은 뭔가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던 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의로운 선택을 함”,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7쪽)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함께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이 같이 할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리차드 지스코트)

•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뭔가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예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또래 집단의 부정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마가복음 6장 1~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은 그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십이사도들을 둘씩 내보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악령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다. 헤롯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 듣고서,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라
여기며두려워했다.

마가복음 6장 17~29절에는 침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헤롯은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왜 그렇게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이 성구들에 언급된 헤롯은 헤롯 안디바이며, 부친 헤롯 대왕이
사망하자 뒤를 이어서 갈릴리 및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그런 행위는 모세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었으므로(레위기 18:16참조), 침례 요한은 소리 높여 그것을 비난했다. 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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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은 그 결혼을 반대하여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그래서 헤롯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침례 요한을 감옥에가두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원했는가?

• 왜 그녀는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없었는가? (헤롯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Joseph Smith Translation, Mark 6:21[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rk 6:20, footnote b]을참조한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21~2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6절에 따르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여겼는가?

• 헤롯은 침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학생들에게, 헤롯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견해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라는 문구에 표시를 하라고 제언해도좋다.)

•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헤롯의 선택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면 그릇된 선택, 슬픔, 후회로 이어질 수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명 또는 네 명씩 그룹을 이루게 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떠올려 보게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각 그룹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그들이 말하는 예를 몇 가지
칠판에적는다.

• 이 예들처럼 압력에 굴복하면 슬픔과 후회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목격했는가?

•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언제보았는가?

•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그런 압력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권유한다.

마가복음 6:30~44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갓 부름받은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나는 것에 대해 몹시 걱정한다. 이 선교사는 말씀을 잘 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힘들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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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이 젊은 선교사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6장 30~44절을 공부하면서, 이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마가복음 6장 30~3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십이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예수께 보고했다. 예수님과 십이사도들은
배를 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로 갔다. 그러나 몇몇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예수께서 내리실 곳으로 먼저 가서 그분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무리를 어떻게 응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목자 없는 양 같음”이란 문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구주께서는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신 후, 큰 기적을 행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고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조별로 하나씩 준다. 짝끼리마가복음 6장 35~44절과마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고 유인물에 나오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번호를 매기라고한다.

오천 명을 먹이심
____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늘리셨으며, 그리하여 필요한 양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____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____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다.

____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다.

____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____ 무리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____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셨다.

학생들이 이 활동을 완수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전체 반원들과 함께 답을 확인한다.
(정답: 7, 5, 2, 4, 3, 1, 6)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그리스어 원전마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오천 명”이라는 말이 5천 명의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또한마태복음 14:21참조])

구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의 전부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점을강조한다.

•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구주께 드릴 때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이
기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드린 것을 배가하실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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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적기
칠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배울 준비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시각적
학습 성향이 있는 학생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여러분은 칠판에 수업의 주요
요점 또는 원리를 적거나, 교리를 도표로 표시하거나, 지도를 그리거나, 순서도를 그리거나,
경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림을 붙이거나 그리거나, 학습을 향상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갓 부름받은 선교사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게한다.

• 이 젊은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이 선교사에게 당신 앞에 무엇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실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소망과 능력, 재능, 기술, 힘, 은사, 노력을 모두 바치라고
권유하신다.[옴나이서 1:26;니파이후서 25:29참조])

• 이 선교사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구주께 바친다면, 어떤 결과를낳겠는가?

• 교회의 젊은이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 중 이 원리를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상황에는 또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의
노력을 배가하셨는지 숙고하고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괜찮다면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어 달라고 할 것을 고려해본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드린
것을 배가해 주실 수 있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생활에서 적용하도록권한다.

마가복음 6:45~56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마가복음 6장 45~5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다.
그런 후 그분은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밤 동안에 폭풍이 일었으며,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산에서 지켜보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으며, 폭풍이 잠잠해졌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안전하게도착했다.

• 이 경우에,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권능으로 그분께서 명하신 일을 완수할
수있었는가?

수업을 마치기 위해, 오늘 언급된 진리들에 대한 느낌이나 간증을 나누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청해 들을 것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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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과

마가복음 7~8장
소개
예수께서는 거짓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그런 후, 악령 들린 아이와, 귀가 먹고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동정 어린 마음으로 고쳐 주셨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는 사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벳새다로
가셔서 한 맹인을 단계적으로 고치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7장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악령이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귀 먹은
사람을 고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 명의 학생에게 다음 지시문을 준다. 학생 1: “선생님이 지시하면,
외투도 없이 교실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몸이 떨리는 시늉을 한다.” 학생 2: “선생님이
지시하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는데 본 사람이
있냐고 묻는다.” 학생 3: “선생님이 지시하면, 걸어다니며 가방의 지퍼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린다.” (이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모습을 상황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서 보여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주의한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세 학생에게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받은 지시문대로 해 보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세 가지 상황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세 가지 상황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각 상황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묘사한것이다.)

•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여러분이 최근에
보았던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7~8장을 공부하면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시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마가복음 7장 1~3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그릇된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 여인의 악령 들린 딸을 고쳐 주셨다. 이
당시에 구주의 사명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것이었지만,
그분은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는 이 이방인 여인을 동정 어린 마음으로 도우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에서 두로, 시돈, 갈릴리 바다를 찾아보라고
한다. 구주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떠나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7장 31~37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구주께서 데가볼리에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보이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 이 사람은 어떤 질환에서 치유되기를구했는가?

• 구주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기에 앞서 무엇을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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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구주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을 수도,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지만
믿음을 지닌 한 영혼을 대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을 하실지를 나타내기 위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몸짓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373)

• 이 상황에서 구주께서 하신 행동은 그분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구주께서 자신이 치유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지역 주민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소문을 듣게 되었으며,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들었다고
설명한다.(마가복음 7:36~37참조)

마가복음 8:1~21
예수께서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뭔가를 했던
적은언제인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수업 후반에 그럴 기회를 주겠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무리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누가 그 무리의 필요 사항을알아차렸는가?

• 구주께서는 만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것을염려하셨는가?

• 2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무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염려하셨음을 나타내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말씀에 표시를 하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 두 명에게마가복음 8장 4~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연민을 느끼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그 무리를 위해 어떤 일을하셨는가?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먹었는가?

• 우리는 이 기사에서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도록 도움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설명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때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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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봉사하기 전에 먼저
지켜보십시오”,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8쪽) 이 문구를 칠판에 적어 둔 원리
아래에적는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조언할 것을 고려해 본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필요 사항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필요 사항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자신보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수있다.)

• 우리가 타인의 필요 사항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우도록 돕는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무엇인가?

몇몇 학생에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었던 경험에
대해 적었던 것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생각, 느낌, 경험 나누기
학생들이 깨달은 점과 관련 경험을 나누도록 하면 그들이 교리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그들은 종종 성신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간증을 얻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나누는
생각과 느낌, 경험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또래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영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됩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마음 먹습니까? 하지만 하루 하루 일상 생활에
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그 일을 맡기며 ‘그래, 분명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라고 정당화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바쁜 삶에 치여 삽니다. 하지만 잠깐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얽매여 사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더 중요한 대업과 관련된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학생들에게 평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 보라고 한다. 부모,
형제자매, 또래 친구 등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차리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라고격려한다.

마가복음 8장 10~2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기적적으로 사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분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적 소경을 낳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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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8:22~26
예수께서 맹인을 서서히 치유하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 벳새다로 가셨다고 설명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구주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 달라고했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22~2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처음에 그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24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맹인이 볼 수는 있었으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 구주께서 그 맹인에게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복사해서 나눠
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서서히, 즉 단계적으로 고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이 기적은 독특한 것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내용이
기록된 유일한 사례이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따라 약한 사람을
강화시키면서 맹인의 신앙을 키워 주셨을 것이다.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과의
잇따른 신체적 접촉이 희망과 확신, 신앙을 더해 주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1)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며, (2)
자신의 침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고, (3) 안수 의식을 행하셨으며, (4)

다시금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셨다.

이 치유의 방식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치유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신앙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지만 그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더 큰 확신과 신앙을 얻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단계적으로 치유되곤
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379–80)

• 서서히 치유받으면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커질 수있는가?

•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이나 육체적 또는 영적 치유를 얻는 것과 같은 축복들이
즉시 또는 단번에 오기보다는 서서히 또는 단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마가복음 8:27~38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떠올려 보라고 한다.(이 성구는 성구 익히기 구절의
일부분이다.)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이 성구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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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8장 30~3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야라는 사실을 아직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시작하셨다.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성구들을 공부하면서 배운 진리들을
간증하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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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과

마가복음 9:1~29
소개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메시야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일라이어스로서의 침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신 후에, 한 사람이

그분께 자신의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의 필요성에 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수업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수업을 정시에 시작할 때, 또 학생들이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은 목적
의식을 느끼게 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경전에서의 학습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9:1~13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되시고, 일라이어스에
관해 가르치시다

몇몇 자원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하나를 보여 달라고한다.

• 어떤 사람이 체력을 키우길 원하거나 키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 신체적 힘은 어떻게 영적 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비유될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시험에 들어 특히 더 힘을 키워야 할 만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학생들이 답하는 내용을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9장 1~29절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마가복음 9장 1~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이 성구에는 예수께서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신 기사가 나온다. 또한 침례 요한이
일라이어스로서의 예언된 역할, 즉 구주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Joseph Smith Translation, Mark
9:10[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rk 9:12, footnote a]참조)

마가복음 9:14~29
예수께서 한 남자의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신 구주께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하게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16~24절에 나오는 내용 중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그 구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말한 것을 읽으라고 한다.(수업 시작
전에 미리 이 임무를 주고 그 학생들에게 각자 읽을 부분을 찾아 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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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직접 해설자 역할을 하거나 다른 학생 한 명에게 그 역할을
부탁한다.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9장 16~18절에서 각자 해당하는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구주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아들은 악한 영이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마가복음 9:17, 25참조], 그 밖에 여러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악한 영이 그 아들을 붙잡을 때마다, 그
아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이 일며, 이를 갈고, 몸이뻣뻣해졌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아버지라고 상상하고, 구주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없었을 때 구주와 그분의 권능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9장 19~22절에 나오는 내용 중 각자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구주와
이야기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해 보라고한다.

• 이 아버지는 구주와 이야기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의 심정과
간청에 대해 어떤 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다른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내세웠으며 구주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마가복음 9:22; 강조체 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등장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애원하옵니다. 고난은 끝이 없고, 저희는

지쳤습니다. 제 아들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계속 위험에
처하기에 저희는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아니시오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겠나이까? 조금의 축복, 작은 희망의 불빛, 또는 일생을 매일같이 짐을 지고 살아온
이 아이의 어미가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겠나이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쪽)

구주의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아버지는 누구를 믿을 필요가있었는가?

• 구주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셨는가? (학생들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학생들에게 23절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를
하라고 해도좋다.)

“모든 것”이란 모든 의로운 축복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시간대에 일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강조한다.

• 이 원리를 믿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듯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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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보인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게묘사하겠는가?

학생들에게 이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음을 주목하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믿음 없는” 때, 즉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찾아보라고한다.

“신앙의 시련을 맞았을 때 그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힘을 단언한 후에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처음 했던 ‘내가 믿나이다’라는 선언은
확정적이었으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더 큰 신앙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이

필멸의 시간에서,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이나 그 부모에게 닥친 고초, 절망에 버금가는 영적인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내가 믿나이다”, 94쪽)

• 믿음이 없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붙들고 …)

• 24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말한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미완성
문장에 다음 문구를 추가한다.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25~27을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아버지의 간청에 응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아버지의 간청에 응하여 무엇을하셨는가?

• 여러분은 이 기사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칠판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실것이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토론했던, 칠판에 나열한 상황들을 다시언급한다.

• 이 원리는 그런 상황들에 어떻게 쓰일 수있는가?

•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이 불신이 생기는 때에 믿고 있는 것을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적은 언제인가? (교사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도좋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불신이 생길 때에 적용하도록격려한다.

학생들에게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 몇몇을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 제자들이라고 상상해 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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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 소년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여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여쭈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9장 19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여기에서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신권 축복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필요하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가르치셨는가?

•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들이 다음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다.)

한 학생에게 소책자신앙에 충실함에 나오는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황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예수께서 한 남자의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신] 이 기록은 기도와 금식이 신권의
축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기록은 또한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에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애썼던
약점이나 죄가 있을 경우, 여러분은 원하는 도움이나 용서를 받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43쪽)

• 이 글에 따르면,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구하던 의로운
축복들도 받을 수 있었던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구하는 축복들 가운데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움으로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번 금식주에 기도하고 금식하겠다는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구 익히기 구절 몇 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을
고려한다.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읽고 표시하라고 한다. 각자 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새로운 성구 익히기 구절을 하나씩 맡아서 그 성구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종이에 그림으로
묘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반원들 앞에서 설명해 보라고 한다.
추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그림들을 전시할 수도있다.

(주: 이 활동은 시간상 여유가 있을 경우, 수업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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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과

마가복음 9:30~50
소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9:30~37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에 대해 가르치시다
(갓 자른 오렌지나 양파, 또는 신선한 빵과 같이) 학생들이 알아차릴 만큼 향이 강한
뭔가를 교실에 가져온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곳에놓아둔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실로 들어오면서 뭔가 색다른 향이 나지
않았냐고물어본다.

• 그렇다면, 그 향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9장 30~50절에서 자신이 구주를
따르려는 타인의 노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타인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한 소년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신 후(마가복음 9:17~29참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사건들을예언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33~3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 가르치셨다. 또한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다.(Joseph Smith Translation, Mark 9:34–35[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rk
9:37, footnote a]참조) (주:이 가르침은마가복음 10장수업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게된다.)

마가복음 9:38~50
예수께서 타인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38절을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구주께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구주께 어떤 보고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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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이유는 그가 십이사도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금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며(그 사람이 권세를 지닌 의로운 사람임을
암시함.) 당신의 대표자들을 돕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가복음 9:39~41참조)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4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실족하다[offend]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도록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를 그릇된 길로
이끌거나, 죄를 짓거나 신앙을 버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의미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경고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에는 청소년들이나 새로운 개종자와 같이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연령을 막론한 겸손하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이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칠 경우 받게 될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일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고말씀하셨다.)

• 42절에 나오는 구주의 경고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겠는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나는 향과, 그리고 그 향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기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수업 내내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학생들의 주의를 끌 때에는 그들이
공부하게 될 경전 구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원리를 찾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끈이 달린 신발을
신은 한 자원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에게 한 손만 써서 신발끈을 풀고 다시
매 보라고 한다. 그 학생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만일 여러분이 손 하나를 잃는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되겠는가?

• 한쪽 손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일이겠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신체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절단이라고 하며 신체의 한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감염되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다.
절단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이나
감염이 확산되어 더 많은 손상이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방지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9장 4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양손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손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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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양손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손 하나를 잃는 편이 더낫겠는가?

• 우리가 이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손, 즉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미친 손을 잘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손을 잘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신것이다.)

한 학생에게는 칠판에 사람 모양을 하나 그려 달라고 한다. 그 학생이 그리는 동안,
마가복음 9장 43~48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을 참조하면 구주께서 그 성구에서
가르치신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성구들에서 구주께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것들을 상징화하기 위해 손과 발, 눈을 사용하셨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학생에게 자신이 그린 사람의 한쪽 손, 한쪽 발, 한쪽 눈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다. 그런 후, 그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9:40~48(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즉
죄를 부추기는 손, 발, 눈에 빗대어서 구주께서 설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9장 40~41, 43절에 나오는생명이란 단어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 이 번역에 따르면, 죄를 범하게 하는 손, 발, 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손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나타내며, 발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을
나타내며, 눈은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을나타낸다.)

학생이 칠판에 그려 둔 사람의 각 부분에 이 해석을적는다.

• 구주께서는 불의한 영향력, 즉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끄는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가르치셨는가?

•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것과같은가?

• 우리가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그런가?

• 이 성구들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편이 낫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그 밖의 영향력은 무엇일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그처럼 끊어 버린다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텔레비전 쇼, 인터넷
사이트, 영화, 문학, 게임 또는 음악과 같은 모든 악한 영향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같은 원리를 새기게 되면 어떤 종류의 나쁜 영향력에도
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55쪽)

• 우리가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함으로써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은무엇인가?

•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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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유대 맺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보다는 우리를 꾀어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류를 피해야 한다. 우리를 꾀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악한 영향력을 멀리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자제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것이다.

이 진리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각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들 중 하나를 소리 내어 읽고 연결된 질문들을 반원들에게
하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찾은 진리에 기초하여 그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시나리오 1.제 친구들은 자주 제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활동을 같이 하자고
부추깁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같습니다.

• 제가 이 친구들을 멀리한다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할까요?

• 이 친구들을 적절하게 멀리하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할까요?

시나리오 2.저는 몇 년 동안 어느 인기 가수 그룹의 팬이었습니다. 그 그룹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님의 표준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행동과 사상을
장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냥 음악이고 노래 가사일 뿐이지 않나요?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소셜 미디어에서 그
그룹 소식을 받아 보는 것이 뭐가위험한가요?

자원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다음을질문한다.

• 죄를 짓도록 꾀는 영향력을 멀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희생을 치름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포함하여 수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 이 보상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있는가?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불의한 영향력을 멀리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그
영향력을 멀리하는 것에 관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도록 꾀는 영향력이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멀리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마가복음 9장 49~5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명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하는 동안 받은 속삭임에 따라 행하라고 격려하며
수업을마무리한다.

제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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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가복음 4~9장(8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가복음 4~9장(8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가복음 4~5장)
학생들은 곤경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
삶에서 구주의 권능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축복과 연민에 대해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기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그분을 믿는 것임을 배웠다.

둘째 날(마가복음 6~8장)
학생들은 오천 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드린 것을 배가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고 그 필요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움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셋째 날(마가복음 9:1~29)
예수님이 한 소년으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신 기사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임을 배웠다. 이 과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울 수 있다.

넷째 날(마가복음 9:30~50)
학생들은 마가복음 9장 30~50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배웠다. 학생들은 이 성구들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보다는 불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이번 과에서 학생들은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면
결과적으로 그릇된 선택, 슬픔,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6:1~29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십이사도들을 내보내시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자세히 언급되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최근에 옳지 않은 뭔가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던 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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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의로운 선택을 함”,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7쪽)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함께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이 같이 할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리차드 지 스코트장로)

•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뭔가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예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또래 집단의 부정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보라고한다.

• 헤롯은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으며 왜 그렇게했는가?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그런
행위는 모세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었으므로(레위기 18:16참조), 침례 요한은 소리
높여 그것을 비난했다. 침례 요한은 그 결혼을 반대하여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그래서 헤롯은 그녀를 달래기 위해 침례 요한을 감옥에가두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원했는가?

• 왜 그녀는 그를 죽이게 할 수 없었는가?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때문이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6장 21~2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6절에 따르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여겼는가?

• 헤롯은 침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헤롯은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여론을염려했다.)

•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헤롯의 선택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옳은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애쓰면 결과적으로 그릇된 선택, 슬픔,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두 명 혹은 네 명으로 그룹을 이루게
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떠올려 보게 한다.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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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준 후, 각 그룹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그들이 말하는 예를
몇 가지 칠판에적는다.

• 이 예들처럼 압력에 굴복하면 슬픔과 후회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목격했는가?

•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옳은 일 하기를 선택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였는가?

•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 대신 옳은 일 하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무엇인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하여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읽는다.

“미리 결정을 해 놓았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쳤을 때나 큰 유혹에 직면했을 경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갈림길에서 받게 될 많은 고민을 덜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108쪽)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런 압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권유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 듣게 된 헤롯은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다고 설명한다.(마가복음
6:14~16참조)

마가복음 7~8장
예수께서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마가복음 7~8장에는 구주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신 두 가지 기사가 나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은마가복음 7장 31~35절을 읽고, 다른
학생은마가복음 8장 22~25절을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읽은 성구에 나오는
치유의 기적을 짝에게 설명해 주라고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그 맹인이 처음에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서서히, 즉 단계적으로
고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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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적은 독특한 것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내용이
기록된 유일한 사례이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따라 약한 사람을
강화시키면서 맹인의 신앙을 키워 주셨을 것이다.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과의
잇따른 신체적 접촉이 희망과 확신, 신앙을 더해 주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1)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며, (2)
자신의 침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고, (3) 안수 의식을 행하셨으며, (4)

다시금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셨다.

이 치유의 방식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치유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신앙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지만 그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더 큰 확신과 신앙을 얻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단계적으로 치유되곤
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379–80)

• 서서히 치유받으면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커질 수있는가?

•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이나 육체적 또는 영적 치유를 얻는 것과 같은 몇몇 축복이
즉시, 또는 한 번에 오기보다는 서서히 또는 단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마가복음 8장 27~2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그분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대답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선언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메시야와
같은말이다.)

마가복음 8장 30~31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척과 죽임을
당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8장 32~3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유대인 대중은 메시야가 나타나 적국을 정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많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메시야께서 고통을 겪고 죽게 되리라는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고설명한다.

• 어떤 점에서 베드로는마가복음 8장 22~25절에 묘사된 맹인과 같았는가? (베드로는
서서히 진리를 “보[게]” 되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구주의 사명에 대한
그의 이해력은 단계적으로 발전해갔다.)

• 주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어떻게도와주셨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8장 34~3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오늘 수업이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숙고하라고 권유하며 수업을마친다.

다음 단원(마가복음 10장~누가복음 4장)
학생들에게 그들이 마가복음 학습을 마무리하고 누가의 기록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들과 속죄에 대해 다시
읽으면서, 새로 나오는 세부 사항들을 찾아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사람들이

가정  학습반  공과 :  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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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에게 어떻게 조롱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누가복음에서 학생들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인누가복음 2장과 더불어 억압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될것이다.

가정  학습반  공과 :  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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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0장
소개
지상 성역이 끝나갈 무렵, 구주께서는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결혼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셨으며, 또한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소유물을
모두 팔고 자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셨다. 베레아를 떠나

필멸의 몸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고,
사도들에게 타인을 위해 봉사하라고 권고하셨다.
구주께서는 또한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치셨다.

교수 제언
마가복음 10:1~16
예수께서 결혼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에게 오라고 하시다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몇 장 보여준다.

• 여러분의 동생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이 감탄하는, 어떤
특성이나 특징을 보이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0장 1~16절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칠 때가 가까이 이르자 갈릴리를 떠나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개요”[제5과 참조] 또는
성경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에서 베레아의 위치를 찾아보게 해도 좋다.)마가복음
10장 1~1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베레아 지역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결혼의
중요성에 관하여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레아에 계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구주께 데려오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3절에
나오는꾸짖었다[rebuked]는 단어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구주께 데려오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 말한 것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보이셨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구주께 왔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 받들[다]”라는 문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어린 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15절)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고, 그것들을 칠판에 이미 열거한 것들과 비교해본다.)

•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 진리를 확실히 한다.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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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 해 주는가? (학생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참조하라고 해도좋다.)

마가복음 10:17~34
구주께서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소유물을 팔고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예수께 질문하러 온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왜
그렇게묘사하겠는가?

• 그 사람은 구주께 어떤 질문을 여쭈었는가? 예수께서는 어떻게대답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에는 구주께 온 이 사람에 관한 기록도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마태복음 19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몇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 그 젊은이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는 구주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학생들에게 그 젊은이의 질문에 표시를 하라고 해도좋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내게 아직도 무엇이부족한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0장 2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젊은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말씀하셨는가?

2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문구를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이 문구에 표시를 하라고 제언해도좋다.

• 예수께서 이 젊은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0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젊은이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라고 권고하시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젊은이는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22절에 따르면, 그는 왜 그런 반응을보였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큰 부를 포기하라는 명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당신을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희생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고설명한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되는가?

제4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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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23~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나오는 다음 성구를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구원]이 불가능한 일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나니,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니라.” 반원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 재물이나 그 밖의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다고생각하는가?

•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28~3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10장 31절(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Mark 10:31, footnote a)에 나오는
다음 성구를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8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했는가?

•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 영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생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왜 영생은 우리가 지상에서 요구받는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영생에는 의로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켜도좋다.)

마가복음 10장 32~34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이 조롱을 받고, 채찍질과 침 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완전한 모범이되시는가?

이번 과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내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희생에 관하여 어떤 속삭임을 받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라고권유한다.

간증 나누기
교사가 수업을 마무리할 때에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리와 원리를 찾고 토론할 때 그것들에 대해 간증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간증을 나눌 때, 성신은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간증이
참됨을 증거해 줄 수 있다.

제4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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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0:35~52
구주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권고하시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그룹에게 주고, 그것을
완성하라고한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유인물을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완성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토론한다.

여러분이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을 몇 가지 열거한다. ____________________

• 위에서 열거한 활동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 몇 명의 이름을 말한다. 그들은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크게
만드는가에 관하여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찾아본다.

마가복음 10장 35~37절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주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구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가복음 10장
38~4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주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한 축복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을 읽으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본다.

• 왜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2~45절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큰 자에 관하여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본다.

구주께서 진정으로 큰 자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면, 우리는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해야 한다.

45절에서, 섬기다[minister]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구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돌보아 주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인가? 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큰 자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가?

학생들이 유인물을 완성하고 나면,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10장 42~45절을 바탕으로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진정으로 큰 자가 되려면,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한다.

마가복음 10장 46~52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와 사도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바디매오라고 하는 맹인이 구주께 자신을 고쳐 달라며
소리쳤다. 무리가 바디매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제41과

234



그의 외침을 듣고 이를 불쌍히 여기신 구주께서는 그를 고쳐 주셨다. (주: 바디매오를
치유하신 이 기사는누가복음 18장수업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된다.)

• 타인을 보살피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가르치신 원리에 대해 구주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모범이되시는가?

구주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참으로 큰
자임을 알 수 있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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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과

마가복음 11~16장
소개
지상 성역의 끝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구주께서는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어느 가난한 과부를 보셨다.
이후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매장에 대한 징표로서 그분께 향유를 부었다.

구주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셨으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을 주셨다.

교수 제언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가르침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기록이 있다. 마태복음 26장
수업에서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가복음 14장
수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을 다룬다. 누가복음 22장
수업에서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의 극심함을 강조한다. 구주의 고통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록에서 각각 독특한 면들에 초점을 맞추면 학생들은 각 기록을 공부하면서 특색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1~13장
구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어느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다

다음에 나오는 각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각 시나리오에서 주님께
바쳐진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1. 한 여성이 감독님에게 매우 큰 금액의 돈을 금식 헌금으로 드렸다. 같은 와드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감독님에게 매우 작은 금액의 돈을 금식 헌금으로드렸다.

2. 한 남성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다. 같은 스테이크 지역에 사는 또 다른 남성은
초등회 교사로봉사한다.

• 각 시나리오에서 바쳐진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음을알아차렸는가?

•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친 것에 비해 작아 보인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 수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1~14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주님께 바치는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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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입성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2009], 50번; 또한 LDS.org참조)
마가복음 11장 1절~12장 40절에 대한
간단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감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자, 새끼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주의
신임을 떨어뜨리고자 그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신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비난하셨다.(마태복음 23:5참조)

예수께서는 성전에 계신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2장 41~44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그 헌금함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그 헌금함에서 무엇을보셨는가?

여러분 나라의 화폐에서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을 보여 주며,렙돈[mite]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청동 동전”(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Money”)이었다고설명한다.

•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겨우 두 렙돈만을 바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들겠는가?

•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에 비교하여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
뭐라고말씀하셨는가?

• 왜 구주께서 그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기셨다고생각하는가?

• 구주께서 그 과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기초해 볼 때, 주님께 바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려 한다면, 우리가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에 비해 작아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가르침은 조셉 스미스—마태에서 공부했다는 점을상기시킨다.

마가복음 14:1~9
마리아가 구주께 향유를 붓다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관해 가르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는 전에 나병으로 고통을받았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3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는요한복음 12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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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께서 시몬의 집에서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설명한다.[요한복음 12:1~3참조])

• 마리아는 구주께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보였는가?

마리아가 구주의 머리와 발에 순전한 나드(값비싼 향유)를 부은 행위는 왕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대접받기 어려운 존경의 표시였다고 설명한다.(제임스 이 탈매지,예수 그리스도,
513쪽참조)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4~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에 불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음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구주께 부은 것에 대해 어떻게반응했는가?

• 5절에 따르면, 그 향유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는가? (삼백 데나리온은 평범한
노동자의 일 년치 임금에 해당한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에게 어떻게응대하셨는가?

6절에 나오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이는 구주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셨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또한 8절에 나오는 “그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이는 마리아가 주님께 최선을 다했음을
암시한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구주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분께서 어떻게 느끼시는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구주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신다.)

수업을 시작할 때 제시했던 두 시나리오를 다시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마가복음 12장과마가복음 14장에서 찾아낸 진리들을 사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나오는
개인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 이런 진리를 믿는 것은 주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 여러분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언제보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현재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삶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을 하나 선택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세우라고격려한다.

마가복음 14:10~16:20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시며 속죄를 시작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 유대인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한다.

• 아무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있는가?

•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낀 적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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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4장 10~3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월절을 지냈다. 그런 후, 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가셨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32~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심정은어떠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미완성 문구를 칠판에 쓴다.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고민하여

이런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겪으신 고통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이 문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죄의
일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슬퍼하셨다.)

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35~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는가? (학생들에게 예수께서는
받으신 고통이 매우 격심했기 때문에 혹 자신이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될는지 여쭌
것이라고이해시킨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위해 …겪으셨다.

다른 성구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설명한다.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이사야 53:3~5;앨마서 7:11~13.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 주고, 짝과 함께 이 성구들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떤 고통을 왜 받으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이사야 53장 3~5절과앨마서 7장 11~13절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칠판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앨마서 7장 12절에 나오는돕다[succor]라는 단어는 서둘러 구제하러 가거나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발표해 달라고 한다.
그들의 답은 다음과 비슷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알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시험, 질병, 연약함, 슬픔을 겪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법을 지워 버리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구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겪으신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되고 계속 이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고
슬퍼하셨다는 진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제프리 알 홀런드”(2:38) 영상을 보여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이 영상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간증한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이가능하다.

• 구주께서 어떤 고통을 왜 겪으셨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시련, 고통,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 여러분이 고통이나 질병, 슬픔을 겪을 때 구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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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가 잊히는(또는 지워 버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을경험했는가?

마가복음 14장 43절~16장 20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가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명하셨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오늘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을 하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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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소개
왜 누가복음을 공부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진리에 추가로 더하는 증거와 함께
이 복음서에만 수록된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구주께서 지상 성역과 무한한 속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연민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것이다.

누가 이 복음서를 썼는가?
이 복음서의 저자는 누가이다. 그는 의사였으며(골로새서 4:14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1:1)였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빌레몬서 1:24) 및 선교 동반자 중 한 명이었다.(디모데후서 4:11참조)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경전 안내서, “누가”참조)

누가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누가가 언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후 1세기 후반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의 출처는 구주의 지상 성역과 부활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누가복음 1:2)였던 사람들이었다. 누가복음이 작성된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
수없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가?
누가는 주로 이방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주로 나타내었다. 누가는 특히 “데오빌로”(누가복음 1:3)를
위해 자신의 복음서를 썼는데, 데오빌로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Theophilus”참조)을
의미한다.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하여 이전에 배웠던 적이 있음이
분명하다.(누가복음 1:4참조) 누가는 구주의 사명과 성역에 대한 기사를 체계적으로
전함으로써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의 동정심, 속죄 및 부활에 대해 “더 확실하게”(누가복음 1:4)
알기를원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전서 중에서도 가장 긴 책이다. 기독교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다음 몇 가지는 누가복음에만 수록된 내용이다. 침례 요한의 탄생
배경(누가복음 1:5~25, 57~80참조), 전통적인 성탄절 이야기(누가복음 2:1~20참조),
열두 살 난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누가복음 2:41~52참조),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30~37참조), 탕자(누가복음 15:11~32참조), 부자와
나사로(누가복음 16:19~31참조) 등의 비유,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누가복음
17:11~19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신 기사(누가복음
24:13~32참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들도 있다.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누가복음 3:10~14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누가복음 3:21; 5:16; 9:18, 28~29; 11:1참조), 그가 삽입한 칠십인의 부름,
훈련, 선교 사업에 대한 내용(누가복음 10:1~22참조) 또한 누가는 구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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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천사가 그분께 힘을 더해 주었음을 유일하게 기록한
복음서 저자이다.(누가복음 22:43~44참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주된
장소로서의 성전의 중요성도 나타낸다.(누가복음 1:9; 24:53참조)

개요

누가복음 1~3장침례 요한의 출생과 사명 및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이 예언되다.
목격자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야임을 증언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베푸시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기록하다.

누가복음 4~8장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나사렛에서 그분은
자신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시고 배척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이사도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많은 기적을행하시다.

누가복음 9~14장십이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도록 파송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산에서 변형되시다. 그분이 칠십인을 부르시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내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길, 위선 및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다.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가르치시다.

누가복음 15~17장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다. 그분이 범법, 신앙,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다. 그분이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재림에 대해가르치시다.

누가복음 18~22장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다. 그분이 맹인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가르치시다.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재림에 앞서 나타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다. 그분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사도들을 가르치시며,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다. 그분이 배반당하고, 체포되며, 희롱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심문을받으시다.

누가복음 23~24장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다. 무덤가의 천사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다. 구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승천하시다.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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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장
소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6개월 후,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으며, 그들은 구주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 3개월 후,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았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1~4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하다
다음 그림들을 보여 주며 학생들에게 각 그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요셉과 마리아(복음 그림책[2009], 29번; 또한 LDS.org
참조),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31번),아기 예수께 경의를 표하는 시므온(32번),
성전에서의 소년 예수(34번),선한 사마리아인(44번),마리아와 마르다(45번), 열 명의
나병환자(46번) 누가복음에는 구주의 지상 성역 기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과 그 밖의
많은 사건 및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고설명한다.

누가복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누가는
서두에 “데오빌로”(누가복음 1:3
참조)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해 준다.
데오빌로[Theophilus]는 “하나님의
친구”(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Theophilus”)라는 뜻이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저자의 의도
경전을 가르칠 때, 기록을 작성한 선지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에 관하여 좀 더 알고자 한다면, 이번 과 앞에 있는
“누가복음 소개”를 읽는다.

• 누가가 이 기록을 작성한 몇 가지 이유는무엇인가?

• 누가복음 1장 4절을 기초해 볼 때,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있겠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배운 진리들을
“더 확실하게”(누가복음 1:4)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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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에서의 소년 예수,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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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nce Collection/GoodSalt.com의 허가를 받음

누가복음 1:5~25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곧 있을
요한의 출생을 알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소망하는 축복 또는 응답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5~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떤 축복을 기다려 온
사람을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있는가?

누가복음 1장 8~10절에 대한 요약으로,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는
임무에 지명되었는데, 이는 제사장에게
평생 딱 한 번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직무였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장 11~1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사가랴가 성전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3절에 따르면, 어떤 기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응답될 것이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러 해 동안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에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문구에 표시하라고 할
수도있다.)

•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떤 기분이들었겠는가?

누가복음 1장 1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와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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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즐거워할 것”(14)이며 그들의 아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말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18~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되었는가?

• 20절에 따르면, 천사는 자신이 사가랴에게 했던 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때가 이르면”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의 시간대에따라)

칠판의 문장을 가리키며 다음을질문한다.

•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주님의 약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진리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만든다.주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 이 진리는 성스러운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누가복음 1장 21~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사가랴가 성전을 나오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후에 엘리사벳은 천사의 약속대로 임신을했다.

한 학생(가능하면 청녀)에게누가복음 1장 25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말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분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했다는 엘리사벳의 말은, 고대 문화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치욕을 겪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누가복음 1:26~38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다
성수태 고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그림을 보여 주고(복음 그림책,
28번; 또한 LDS.org참조), 학생들에게
예기치 않게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누가복음 1장 26~27절에 대한 요약으로,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 되었을 무렵,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졌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28~3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만한 문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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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문구들은무엇인가?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32절)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장 3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마리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한 말은 그녀가 동정녀임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35~3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며,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그 일이 기적적이었으며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알뿐이다.

추측 피하기
구주를 어떻게 임신했는가 하는 성스러운 주제에 대해 섣부른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이었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이나 후에나 동정녀라고 불리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성도의 벗, 1986년 10월호, 2쪽; 또한 니파이전서
11:13~20; 앨마서 7:10 참조)는 간증을 명심하게 한다.

•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진리를 말했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원한다면, 학생들에게 경전에서 이 진리에
표시하라고한다.)

•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더굳건해졌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장 3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무엇인가?

•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천사의 예고에 대해 보인
반응과 어떻게다른가?

학생들에게 삶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범을 따르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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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

누가복음 1:39~56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 여인들이 모두 구주에 대해 간증하다
가능하다면,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그녀를 찾아간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그 그림에 누가
묘사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라고한다.

•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점에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장 41~4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떤 간증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 무엇을 이미 알고있었는가?

한 학생(가능하면 청녀)에게누가복음 1장 46~4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9절에서 마리아는 어떤 말로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했는가? (“큰일”)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장 38, 45~46절을 조용히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실 만한 어떤 일을 그녀가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실 만한 어떤 일을 그녀가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설명한다.

• 마리아의 모범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고자 충실히
노력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고자 충실히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에서 여러분이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응답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누가복음 1:57~80
침례 요한이 태어나다
누가복음 1장 57~80절에 대한 요약으로, 엘리사벳이 출산한 후에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자, 그 즉시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사명을예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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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큰일을 하실 수 있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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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장
소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탄생하셨다.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갓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뵈었으며, 그런 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축복했고, 안나는 구속주가 탄생하셨다고 간증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누가복음 2:52)

교수 제언
누가복음 2:1~20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다
영적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 반원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찬송가, 130장) 또는 다른
성탄절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 [2009],
29번; 또한 LDS.org참조) 학생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이누가복음 2장
1~20절을 공부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참/거짓
퀴즈를 풀어 보라고 한다.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퀴즈를 학생 수에 맞게
복사해둔다.)

참/거짓 퀴즈(누가복음 2:1~20)
____ 1.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____ 2.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44킬로미터를 가야 했다.

____ 3. 여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구유에 뉘어졌다.

____ 4. 목자들은 예수께서 누인 구유를 찾기 위해 별을 따라갔다.

____ 5. 기록상, 마리아와 요셉 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

____ 6.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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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는 사람들을
호적시키기를, 즉 인구를 확인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한 것은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에서였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를 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지도에서 나사렛과 베들레헴을 찾아보고, 기호표[지도의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막대는 한 눈금당 20킬로미터를 나타냄,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참조]를 사용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한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7~145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로,
도보로는 최소한 4~5일 정도 걸렸으며,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마리아의 상태 때문에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설명한다.

경전 학습 보조 자료 활용하기
교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마련했으며 이를 몇몇 언어로 출판된 경전
합본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각주, 색인, 사진, 지도 등 참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들에게 개인 경전 공부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라고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창조주이자 세상의 구주께서 어떤 환경에서 탄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탄생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일하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중요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은어떠했는가?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8~1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의 탄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 31번; 또한 LDS.org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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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구주께서 지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주의 탄생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는지 그 예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15~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나타내는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15절에 나오는 “이제 … 가서”와 16절에 나오는 “빨리
가서”에 표시하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 목자들은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증거, 즉 간증을얻었는가?

•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얻은 후 어떻게했는가?

• 목자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으면, 우리는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진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소망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반원들 앞에서 나눠 달라고한다.

누가복음 2:21~39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임을 선언하다
누가복음 2장 21~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그분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출애굽기 13:2
참조) 그날 성전에 있던 두 사람은 아기 예수가 메시야임을 알아보았다. 청남들에게
누가복음 2장 25~32절에 나오는 시므온에 관한 기사를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이라는 말은 메시야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녀들에게는누가복음 2장 36~38절에 나오는
안나에 관한 기사를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지정해 준 성구들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의 탄생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었는가?

•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간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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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한 청남에게
일어서서 자신이 읽은 기사를 요약하고,
앞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해 보라고
한다.아기 예수께 경의를 표하는 시므온
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 32번; 또한
LDS.org참조)

누가복음 2장 33~35절에 대한 요약으로,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축복을
주었다고설명한다.

한 청녀에게 일어서서 자신이 읽은 기사를
요약하고, 앞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반원들과 나누어
달라고권유한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일들이 있은 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설명한다.

누가복음 2:40~52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영역 하나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그 내용을 다른 반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몇몇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 본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말라고상기시킨다.)

•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이 때 어떠했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경전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겨우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 기록이 큰 축복과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장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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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 33번; 또한
LDS.org참조)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4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41~4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열두 살이었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는가?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2장 46절을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 역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누가복음 2장 47절의 묘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48~5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하셨는가?

•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자신의 참된 신분과 특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주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장 51~5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성장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지혜[가] … 자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지혜가 발전한다.) “키”가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신체적으로 발전한다.) “하나님[께] …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발전한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사회적으로발전한다.)

• 52절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를 말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지혜를 얻고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이 네 가지 영역각각에서 발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렇게 하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될 수있다.)

•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런 영역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함으로써
어떻게축복받았는가?

칠판에 다음 제목들을 적고 학생들에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옮겨 적으라고
한다.지적, 신체적, 영적,사회적학생들에게 이 각각의 범주 아래에 개인적으로 발전시킬
목표를 하나씩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그 목표를 실천하라고 격려한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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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정답은 다음과 같다. 1. 참; 2. 거짓; 3. 참; 4. 거짓; 5. 참; 6.거짓)

성구 익히기 복습
반복을 통해 학생들은 성구 익히기 구절의 위치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성구 익히기
카드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카드나 종이의 한쪽 면에 핵심어 또는 의미를 적고 다른 쪽
면에는 참조 성구를 적어서 성구 익히기 카드를 만들게 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런 후 카드를 사용하여 서로 퀴즈를 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카드를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퀴즈를 내 보라고 한다. 카드에 나오는 단서를
사용하여 반원들과 함께 성구 찾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찾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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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과

누가복음 3~4장
소개
침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했으며, 메시야가 오실 것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 그분은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셨다. 나사렛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3:1~22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한 학생에게열왕기상 17장 1~16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
기사를, 그리고 또 다른 학생에게열왕기하 5장 1~15절에 나오는 나아만과 엘리사 기사를
공부해 오라고 한다. 그리고 수업 후반에 이 기사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고 한다.
그들에게 나아만과 사르밧의 과부가 신앙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강조하고 그 두
사람 모두 이방인(이스라엘 후손이 아님)이었음을 짚어 주라고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거나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던 때를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종이에 이름은 적지 말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학생들에게 종이를
제출하라고 한다. 몇 개의 경험담을 반원들 앞에서 소리 내어 읽어준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3장 1~22절을 공부하면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다음을 설명한다. 모세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아론 신권의 감리 역원이자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 수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감리
직분이 부패한 상태였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헤롯과 로마 관리들 등 인간이
선택했던 것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High priest”참조)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3장 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대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 대신 누구에게 왔는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 침례
요한으로도알려짐)

• 침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고있었는가?

요한의 시대에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한다고
믿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3장 7~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열매”는 우리가 하는 선택들에 대한 결과를 상징한다고설명한다.)

256



• 9절에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즉 의롭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되는가?

누가복음 3장 10~15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이 유대인 무리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요한의 성역은 감명적이었으므로, 일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야일 수도 있다고생각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3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메시야가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요한이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메시야가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말했는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16절)이라는 말은 성신의 은사를 받아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17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낟알이나 작은 조약돌 한 움큼과 톱밥 또는 작은
신문 조각 약간을 전시한다. 낟알과 톱밥을 함께 섞어서 그것을 얕은 쟁반에놓는다.

• 톱밥에서 낟알을 어떻게 분리해 낼 수있겠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밀을 수확해서 탈곡(낟알을 이삭에서 분리하는 것)을 하고 나면, 알곡을
키질하게 된다. 고대에는 키질을 하여 알곡을 쭉정이와 겉껍질로부터 분리했다. 키질하는
사람은 커다란 삽이나 나무 갈퀴(경전에는 “키[fan]”라고 번역되어 있음)를 사용하여
탈곡한 밀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면 가볍고, 쓸모없는 쭉정이와 겉껍질은 미풍에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타작 마당으로 떨어져쌓였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부채 하나를 들어 보인다.(두꺼운 종이나 마분지, 또는 종이를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알곡과 톱밥 위로
부채를 부쳐 보라고 한다. 학생이 부채를 부치는 동안, 혼합물을 살짝 던져 올려 톱밥은
미풍에 날아가고 알곡은 다시 쟁반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한다. 그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한다.

• 밀과 쭉정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밀은 의인을, 쭉정이는 악인을상징한다.)

• 16~17절에 따르면, 누가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신다.)

• 최종적으로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심판의 날에 일어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지금
곧바로 다른 이들과 분리되게하는가?

•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또는 분리되었다고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있는가?

누가복음 3장 18~2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오셨다고 설명한다. 이후 헤롯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가두었다.

누가복음 3:23~38
예수님의 혈통이 언급되다
누가복음 3장 23~3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에 포함시켰으며, 요셉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실제로는 아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간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아들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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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4:1~13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다
누가복음 4장 1~13절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기사가 나온다고설명한다.

누가복음 4:14~30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야임을 알리시다
칠판에상심한, 상처입은, 사로잡힌, 가난한,눈 먼이란 단어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여기 나열한 단어들처럼 느꼈던 때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4장 14~30절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들에서 벗어나
어떻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4장 1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광야에서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곧 그분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한 회당에 서서 이사야의 기록을읽으셨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4장 18~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사야가 메시야의 거룩한 사명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해 증거하셨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께서는 상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 내도록 보내진 메시야이시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해 주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어떤 일들을경험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4장 2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 온 그 메시야라고 선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22절에 기초해 볼 때, 나사렛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던
이유는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23절에 대한 요약으로, 나사렛 백성들이 예수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되풀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메시야임을 증명하라 할 것임을 그분께서는
아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4장 24~27절을 훑어보면서, 구주께서 나사렛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언급하신 두 가지 구약전서 기사는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앞서 여러분이 이 두 기사를 공부하도록 부탁한 학생들에게 지금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과부와
나병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이방인) 그 두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점을 나사렛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 나아만과 사르밧의 과부는 어떻게 신앙을 나타내보였는가?

• 그 과부와 나아만의 신앙은 나사렛 백성들의 신앙과 어떻게달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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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대조하기
경전 구절을 다른 것들과 비교 또는 대조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기도 한다. 학생들이
여러 가르침, 사람들, 또는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주목하게 하면, 그들은 복음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사렛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서
극소수의 기적만 행하셨다는 점을 지적한다.(마태복음 13:54~58;마가복음 6:1~6참조)

• 나사렛 백성들을 그 과부 및 나아만과 대조해 보면 신앙에 관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열거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우리가 먼저 신앙을 행사해야만 올 수 있는 축복이나 기적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4장 28~30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이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의인으로부터 분리하실 방법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누가복음 3:17참조)

누가복음 4:31~44
예수께서 악령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들에게 짝과 함께누가복음 4장 31~44절을 소리 내어 읽고,
나사렛 백성들이 받은 축복들에 비교해 볼 때 가버나움 백성들은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읽고 나면,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짝과 함께
토론하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좋다.)

• 나사렛 백성들과는 달리, 가버나움 백성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나사렛 백성들이 받은 축복들에 비교해 볼 때 가버나움 백성들은 어떤
축복들을받았는가?

• 이 기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기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몇몇 학생에게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을 때 받은 축복들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리고 적은 것들을 행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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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마가복음 10장~누가복음
4장(9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마가복음 10장~누가복음 4장(9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마가복음 10~16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당신에게 오라고 하신 기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임을 배웠다. 또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주신 권고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여쭌다면,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임을 배웠다. 학생들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와 구주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에 비해 작아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이며, 우리가 구주께 최선을 다할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누가복음 1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약속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이들 성구에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고자 충실히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
삶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셋째 날(누가복음 2장)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공부하면서, 구주께서 지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성스러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지혜를 얻고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다.

넷째 날(누가복음 3~4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 배웠다. 또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신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이들 기사에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신다. 예수께서는 상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이들을 구해 내도록 보내진 메시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소개

이번 과에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겪으신 수난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을 겪으신 몇몇 이유를
이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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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마가복음 14:10~16:20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시며 속죄를 시작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유대인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있는가?

•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낀 적이있는가?

학생들에게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32~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심정은어떠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문구들을 칠판에 쓴다.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고민하여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겪으신 고통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이 문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죄의
일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슬퍼하셨다.)

학생들이 이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겟세마네에서 고통받던 예수님은 처음에 ‘심히 놀라시[게]’(마가복음 14:33)
되었는데, 그리스어로 ‘위압당하여 놀란’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놀라셨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 그분이 속죄의 과정을 분명하게 속속들이 알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절정에 달하게 되자, 그것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지성으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그분에게 힘을 북돋아 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43 참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의 축적된 무게가 완전하고, 죄 없고, 감수성이
강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고도 또한 속죄의 일부였습니다. (앨마서
7:11~12; 이사야 53:3~5; 마태복음 8:17 참조) …

이 고통의 극치에서 그분은 혹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바라기라도 하셨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분의 고통, 무한대로 늘어난 그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그분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영혼의 울부짖음을 토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았기에 터져 나온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46 참조) …

놀랍고 영화로우신 속죄는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중심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결국 돌려놓는 경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 순종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순종함”,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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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마가복음 14장 35~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이
매우 격심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그것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쭌
것이라고 학생들을이해시킨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위해 …겪으셨다.

다른 성구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설명한다.

다음 참조 성구들을 칠판에 적는다.이사야 53:3~5;앨마서 7:11~13.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 주고, 짝과 함께 이 성구들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떤 고통을 왜 받으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이사야 53장 3~5절과앨마서 7장 11~13절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칠판의 문장을 완성하여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앨마서
7장 12절에 나오는돕다[succor]라는 단어는 서둘러 구제하러 가거나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에게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발표해 달라고 한다.
그들의 답은 다음과 비슷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알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시험, 질병, 연약함, 슬픔을 겪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법을 지워 버리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구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겪으신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되고 계속 이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 구주께서 어떤 고통을 왜 겪으셨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시련, 고통,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교리와 성약 45:3~5참조)

• 여러분이 고통이나 질병, 슬픔을 겪을 때 구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가 잊어버려지는(또는 지워
버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을경험했는가?

마가복음 14장 43절~16장 2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산헤드린(유대인 지도자들)
앞으로 끌려가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시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은 학생들이마태복음 27~28장을 공부했을 때 자세히다루었다.)

한 학생에게마가복음 16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는 임무가 성취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할 수있을까?

오늘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다음 단원(누가복음 5:1~10:37)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누가복음 5장 1절~10장 37절을 공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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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는 것과 용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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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과

누가복음 5장
소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구주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구주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나병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 그분은

마태를 부르시어 제자가 되게 하셨고, 자신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셨다. 또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5:1~11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여러분은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였는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숙고하라고 한 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지시를 따르는 것은 왜 어려운일이겠는가?

• 어떤 청소년들은 특정 계명이나 교회 지도자의 권고에 대해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계명이나 권고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열거할지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권고나 주님의 계명을 왜 따르라고 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누가복음 5장 1~11절에서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5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신 후에 시몬(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게한다.

• 시몬은 앞서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노력에 관하여 구주께
뭐라고말씀드렸는가?

• 구주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간 자신이 해 온 고기잡이 경험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같은가?

• 시몬은 자신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어떤 말을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5장 6~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시몬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시몬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시몬이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행한 것으로부터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264



함축된 원리 찾도록 돕기
경전에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함축되어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다.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또는 취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함축된 원리들을 종종 찾아낼 수
있다. 학생들이 경전 기사에 나오는 개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 태도, 행위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온 축복이나 결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경전 기사를 공부하면 함축된
복음 원리들이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요구되는가?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이 말씀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어도좋다.

“이생은 깊은 신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성신의 인도를 받아 현세의 행복을 위한 가르침과 목적이 있으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영원한 존재를 위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처음부터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잠언 3:5~7 참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에 대한 자신감 이상으로 더

강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벗,1996년 1월호, 17쪽)

• 우리는 구주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있는가?

• 어떻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들을 받았는가? (답에는
주님께서 왜 그러한 지시를 하셨는지 결국 이해하게 된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좀 더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권고나 계명을 종이에 적으라고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를 살펴보며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할 수도있다.)

누가복음 5장 10~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기잡이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설명한다.

누가복음 5:12~26
예수께서 나병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물건들을 보여 준다.(또는 칠판에 그린다.) 주사기, 붕대, 비누,아이스팩

• 이런 물건들은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누군가에게는 질병이나 신체적인 상처 외에도 어떤 것이 치유될 필요가 있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열거한다. 답에는 죄, 중독, 절망, 비통함 등이
포함될것이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5장 12~25절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치유를 받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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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린 후, 학생들에게 이 도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똑같이 그려 넣으라고한다.

유사점 차이점

다음 참조 성구들을 칠판에 적는다.누가복음 5:12~15;누가복음 5:17~25.이 성구들에는
구주께서 두 사람을 치유하신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한 사람은 나병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였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런 후, 짝과 함께 각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 이 두 가지 치유는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어떤 면에서다른가?

• 각 기사에서 신앙은 어떤 역할을했는가?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도표에 적으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배운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2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문구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풍병자를 구주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신앙은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확실히이해시킨다.

•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이 치유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 두 기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들을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구주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주께 나아가 치유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이 원리들을 칠판에적는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구주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 주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견디거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 신앙,
위안,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돕는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치유될 필요가 있는 인간의 연약한 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주께 데려가서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을 받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 혹은 아는 사람은 구주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치유를 받은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 구주의 치유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였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신앙을 행사하여 치유나 용서, 위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친구나 다른 누군가를 구주께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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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5:27~35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유를 묻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5장 27~2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레위에게 하신 권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구주의 권유에 대해 레위가 보인 반응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명을받는가?

레위는 마태로도 불리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마태복음 9:9참조) 그는
세리였는데, 이는 그가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음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세리를 몹시 싫어했으며, 그들을 버림받은 사람,
죄인,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가의 반역자처럼 여겼다.누가복음 5장 29~3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마태 및 그 밖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며 비난했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위해 왔다고가르치셨다.

누가복음 5:36~39
예수께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를 드시다
구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5장 36~3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물건들을사용하셨는가?

학생들에게 새 천 조각과 구멍이 난 낡은 천 조각을 보여 준다. 36절에 나오는 “새 옷”은
아직 수축되지 않은 천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어 기울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천 조각이 수축하면 구멍이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믿음과 실천 사항을 대충 수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회복한것이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새 가죽 조각과 낡은 가죽 조각을 보여준다.

• 새 가죽과 헌 가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는 반면,
낡은 가죽은 딱딱해져서 쉽게 망가질 수있다.)

다음을 설명한다.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될 때, 내부에서 가스가 형성되므로
가죽이 늘어나게 된다. 일단 포도주용 가죽 부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그 안에 담긴 새
포도주가 발효를 계속하면서 가죽 부대가 터질 위험이있다.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구주의 가르침과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상징하며, 묵은
포도주는 모세 율법에 따른 바리새인들의 관례, 전통, 믿음을상징한다.

• 어떤 점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가? (새
포도주를 담아 두기에는 신축성이 매우 부족한 낡은 가죽 부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냉담했고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변화하려
하지않았다.)

• “새 부대”는 누구를 상징할 수 있는가? (겸손하며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변화하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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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겸손해야 하며 기꺼이
변화해야 한다.학생들에게 이 원리를누가복음 5장 36~39절옆 경전 여백에 적어
두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준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그들에게누가복음 5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냉담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한
예와,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구주를 따름으로써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하려 했는가에
대한 예를 찾아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누가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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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6:1~7:18
소개
예수께서는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으며,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였다. 구주께서는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우신 후에 십이사도들을

부르셨으며, 그런 다음 그들과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6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십이사도를 택하시며, 무리를 가르치시다
(주: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 중 다수는마태복음 5~7장, 10장 1~4절,마가복음 3장
1~6절수업에서 다루었다. 이번 수업에서는누가복음 6장 31~38절에 중점을 둘것이다.)

학생들에게 일요일 교회 모임에서 근처에 사는 가족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한다는 발표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발표가 되자 네 가지 다른 반응이 언뜻 들려온다. 네 명의
학생에게 다음 가상 반응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1. “그 가족 요즘 많이 어렵다던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어서기뻐.”

2. “봉사 활동 후에 간식은 있겠지? 없으면 난 안갈래.”

3. “난 정말 가기 싫어. 하지만 내가 맡은 다음 주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이 일을
도와줘야겠지.”

4. “친구가 간다고 하면 나도갈래.”

• 이 예들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시사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봉사 기회들에 대해, 그리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6~7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6장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성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으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십이사도들을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과 “많은 백성”(17절)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시작하셨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6장 1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6장 31~3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고를주셨는가?

• 35절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대가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문구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사람들은 봉사할 때 어떤 현세적인 보상을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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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선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선행을 하면, 우리의 상이 클 것이며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이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됨으로써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게 된다고설명한다.

• 왜 이 약속이 타인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인것일까?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6장 36~3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께서 드신 예를
찾아보라고한다.

• 36~37절에 따르면, 타인에게 선행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예들을
드셨는가? (이런 방법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학생들이 38절을 더 잘 이해하도록, 양동이나 바구니 또는 상자 하나와 옷, 음식, 물병과
같은 그 밖의 물품 몇 가지를 교실에 가져온다. 여러분이 가져온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가져와야 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물품을
용기에 최대한 많이 넣어 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38절)이라는 말은 이 용기에 채우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으라고한다.)

• 이런 문구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을
어떻게 묘사해 주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타인에게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욱 후하게
축복하신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후하게 베풀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 후하게 베풀었던 때를 숙고해 보라고 한다.
다음 질문들을 전시하고 (또는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생들에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또는 유인물)에 답을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은 후하게 베푼 것에 대해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받았는가?

• 여러분은 타인에게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하겠는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발표가 불편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그들이 적은 내용을 반원들과
나눠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타인에게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한다.

누가복음 7:1~10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무리를 가르치신 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2~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그분께 도움을 청해 왔는지찾아본다.

• 예수께 도움을 구한 사람은누구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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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장이란 50명 또는 100명의 군인으로 된 중대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고설명한다.

• 백부장은 어떤 일로근심했는가?

유대인들은 대체로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정치권력과
군사력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싫어했다고 설명한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153참조)

• 이 백부장은 어떤사람이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보였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백부장의 신앙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누가복음 7:11~18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다
구주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이튿날에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와 제자들이 나인이라고 부르는 성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대신,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나인의 과부”영상 중 일부(0:00~0:45)를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있다.

시청각 자료 상영
경전에 기록된 사건이나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면, 시청각 자료는 학생들이
복음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시청하는 동안,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영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짚어 주는 것도 좋다.

•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의 입구로 다가가면서 무엇을보았는가?

• 12절에 따르면, 이 청년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 특히 비극이 되었던
이유는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남편도 여읜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크나큰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그녀에게는 자신을 재정적으로 부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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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13~1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거나 그 영상의 나머지
부분(0:45~2:23)을 보여 준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큰 슬픔에 휩싸인 여인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게 한다.

• 구주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 어떻게하셨는가?

• 13절에 따르면, 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는가?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주께서는 그녀의 필요 사항을 보시고 그것을
도우셨다는 점을 설명하면 좋을것이다.)

• 만일 여러분이 이 과부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구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같은가?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있을까?

학생들이 성신의 동반을 구할 때, 눈에 띄지 않는 타인의 필요 사항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속삭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은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이전에 받았던 다음과 같은 권고를 숙고해 볼 수 있다. “형제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치 그 사람이 큰 고민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면 … 절반
정도는 맞을 것입니다.”(“주의 힘을 의지하여”,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6쪽)

학생들이 자신들이 찾은 원리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구주의 성역 가운데서 나인에서 비통하게 우는 과부에게 보이신 동정심의
모범보다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

구주께서 얼마나 커다란 권능과 온유, 그리고 동정심을 보여 주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의 고결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참한 곤경에 빠진 이를 볼
수 있는 눈과 상한 심령의 말없는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과 눈으로 혹은 소리와 귀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구주께서 보여 주신
놀라운 방법에 따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동정심이 가득한 영혼도
필요합니다.”(“삶의 고난을 헤치며”,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1쪽)

•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의 가족은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서
연민이나 봉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타인이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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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16절)라고 말한 이유는 구주께서 나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타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린 경우와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열왕기상 17:17~24;
열왕기하 4:17~22, 32~37;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154참조)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타인이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도울 기회들을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관대하게 봉사하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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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

제48과

누가복음 7:18~50
소개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요한이 당신의
성역을 위해 길을 예비했다고 증거하셨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회개하는 한
여인이 구주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7:18~35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요한의 사명을 증거하시다
학생들에게 둘씩 짝을 짓게 하고, 조별로 종이를 한 장씩 준다. 조별로 1분 동안 침례
요한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을 최대한 많이 적어 보라고 한다. 1분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에게 종이에 적은 사실의 수를 세어 보라고한다.

• 침례 요한에 대한 사실을 몇 개나 적을 수있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적은 사실 중 몇 가지를 반원들 앞에서 말해 달라고한다.

가능하다면, 키가 큰 갈대 하나와 보들보들한 옷 하나를 전시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의 품성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24~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언급하시면서 침례 요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침례 요한은 갈대와 어떻게 달랐는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달리, 침례
요한은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서 굳건하고 흔들림이없었다.)

여기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그림을
전시하고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침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누가복음 7:25)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으며 낙타 털로 만든
매우 거친 옷을 입었다. 침례 요한은
육체적인 편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원했다.)

•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말씀하셨는가?

학생들이 침례 요한의 특별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메시야]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말라기 3:1)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누가복음 7장 27~28절을 소리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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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라고 하고,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침례 요한은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행하도록 예임되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예임된 선지자였다.)

•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어떻게 길을예비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누가복음 7장 28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설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권리가 가장 작은 분으로 간주되었으며,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분을 선지자로 믿기에는 자격도 가장 작은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마치 ‘너희 중에 극히 미약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 자는
요한보다 큰 자이니, 그는 나니라.’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82쪽)

누가복음 7장 29~3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것이든 침례 요한이 가르친 것이든에 관계없이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다고설명하셨다.

누가복음 7:36~50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하시는 동안,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나는 용서받을 수있을까?

학생들에게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7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답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누가복음 7장 36~50절의 배경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요약문과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런 잔치에서
손님은 낮은 식탁 둘레에 있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발은 식탁 바깥쪽으로 뻗는다.
당시의 사회 관습상 궁핍한 사람들은 잔치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일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잔칫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제임스 이 탈매지,예수 그리스도, 265쪽참조)

• 누가는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여인을 어떻게설명했는가?

• 그 여인은 구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향유 담은 옥합”은 값비싼
향유가 담긴 병이었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시몬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했는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살펴보기 위해,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40~4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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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____________________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 =
____________________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 =
____________________

채권자는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설명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아니면 감옥에 가겠다고 합의한다. 한 학생에게 이 비유를
자신의 표현으로 요약해 보라고한다.

• 채권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칠판에서 “채권자” 옆에예수 그리스도라고적는다.)

• 어느 채무자가 그 여인을 상징하며, 또 어느 채무자가 바리새인 시몬을 상징하는가?
왜 그런가?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 아래에바리새인 시몬을 적고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 아래에여인을적는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귀빈을 입맞춤으로 맞아들이고, 발을 씻을 물을 떠다 바치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는 등 친절한 행위로 예우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설명한다.(제임스 이 탈매지,예수 그리스도, 264~265쪽참조)

7분 25초 부분에서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누가복음 7:50)(8분
52초 부분)라고 말씀하시면 영상을 멈춘다. 또는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7장 44~4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과
비교하여 시몬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으며, 그 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44~47절에 따르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두 사람은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의 도표에적는다.)

학생들이 찾은 것을 말하고 나면, 도표는 다음과 같아야한다.

채권자 = 예수그리스도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바리새인시몬

예수께 발 씻을 물을 주지않음

그분께 입맞춤을 하지않음

그분께 기름을 발라 주지않음

그분에 대한 사랑이 거의없음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채무자여인

그분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닦음

그분의 발에 입맞춤을했음

그분의 발에 향유를부었음

그분을 많이 사랑함

• 그 여인은 구주로부터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제48과

276



구주께서는 시몬을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에 넌지시 비유함으로써 시몬도 또한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셨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7장 47~5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여인이 어떤 것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들을 칠판에 적는다.신앙을 행사하여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한층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학생들이 원리를 찾도록 돕기
여러분은 이따금 학생들에게 교리와 원리를 짚어 줄 것이다. 때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리와
원리들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격려하고, 기회를 줄 것이다. 교리와 원리들을 찾을 때, 그것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해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찾은 교리나 원리를 칠판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그것을 적어 보게 하거나 경전에서 그 부분에 표시를 하게 하면, 그 진리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구주의 용서를 경험할 때 그분을 더한층 사랑하고 섬기고자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무엇이겠는가?

학생 세 명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각각 한 단락씩
소리 내어 읽게한다.

“이 대회에 참석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인 합당함과 의로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주의 자비로운 팔을 느껴야 합니다.

수 년 전,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오래 전에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돌아온 지 오래되었으며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행위들이 계속 뇌리에 남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와 만났을 때 성약을 위반한 일에 대한 수치심과 깊은 후회를 그에게서
느꼈습니다 접견한 다음에 저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저는 그를 향한 구주의 사랑과 용서를 느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든에 상관없이 회개한 자를 감싸 안는 구주의 사랑의 팔과
자비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간절히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충만함을 안 후에 멸망을 택한 몇몇의 죄를 제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신성한 용서는 복음의 가장 감미로운 열매 중 하나이며,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고통을 없애 주고 대신 기쁨과 양심의 평안을 선사합니다.”(“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41쪽)

학생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리고 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칠판에 적어 둔 질문을 다시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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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줄 권능이 있으시다고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이 신약전서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지금까지 공부해 온 다섯 가지 성구 익히기
구절을 복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줄 수 있다. 세미나리 서표에 나오는
핵심어를 알려 주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성구를 적어 보라고 한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원하면 이 교재의 부록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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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과

누가복음 8~9장
소개
구주께서는 갈릴리에서 계속 성역을 베푸셨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후에
자신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사마리아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한 어느 사마리아인 마을을 불태워 버리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를 원했으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8:1~9:56
구주께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다음 시나리오를 칠판이나 종이에 적는다. 학생 세 명에게 그것을 소리 내어 읽게한다.

1. 어질러진 것을 같이 치우자고 동생에게 상냥하게 말했더니, 혼자 하라며
버릇없게대꾸한다.

2. 학교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놓자, 몇몇 급우가
비난하며비웃는다.

3.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친구가 여러분이 이상한 것을 믿는다고말한다.

• 이와 같은 각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반응하겠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8~9장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타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로 상처받을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8~9장에 기록된 각 사건의 요약문을 빠르게 훑어보라고 한다. 이
사건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루는 과에서 상세히 공부했으므로, 이번 과에서는
누가복음 9장 51~62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5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어느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문구는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어디로 가기로결정하셨는가?

뭔가를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결연하게 또는 흔들림 없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구주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배반당하고,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마태복음 20:17~19;누가복음 9:44참조)

•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것은 그분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주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52~5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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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야고보와 요한은 구주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에 어떻게반응했는가?

•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받는 모욕과 기분 상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가? (이번 과를 시작할 때 나왔던 시나리오들을 다시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55~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구주께서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55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탄의 영과 더 일치하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었다.(제3니파이 11:29~30참조)

•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 구주께서 보이신 반응은 야고보와 요한이 보인
반응과 어떻게달랐는가?

• 구주의 모범에서 우리가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모욕에 대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나왔던 시나리오들을상기시킨다.

•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마음이 상하는 쪽을 선택하면 어떤 잠재적
위험이뒤따르는가?

• 각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있는가?

• 모욕에 대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이 상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구주의
모범을 따라 모욕에 대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라고격려한다.

학대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생각해 보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할
때, 어떤 형태의 학대도 계속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학대의 희생자가 있다면, 그 학생은 즉시 부모, 신권 지도자, 해당 당국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9:57~62
예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구슬과 같은) 작은 물건 20~30개를 준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수를 세어 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학생이 수를 어디까지 세었는지 잊어버리도록 주의를 흩뜨려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주의를 흩뜨리려 할 때 질서를 어지럽히며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수를 세고 있는 학생에게 뭔가를
던지거나 손을 대도 안 된다고 주의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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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가 산만한 가운데 물건의 수를 세는 것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과유사한가?

물건의 수를 센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9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주를 따르지 못하도록 주의를 흩뜨리거나 방해하는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5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사람이 그분께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은 구주께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말씀드렸는가?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5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자신을 따르기를 소망한 사람에게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문구는 구주의 생활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녔다. 그들의 성역은 편하지도,
쉽지도않았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9장 59~6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은 구주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은 구주를 따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원했는가?

• 먼저(59절)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 관하여 무엇을시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42:45참조) 그보다는
제자의 길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신것이었다.

• 60절에 기록된 구주의 답에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9장 61~6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은 구주를 따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은 구주를 따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원했는가?

• 구주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답하셨는가?

학생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고랑[또는 도랑]을 곧게 파 나가기 위하여 쟁기를 든 사람은 자기 앞의
확정된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진리의 길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동안 자신이 있었던 지점을 보려고,
뒤돌아본다면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비뚤어지고
불규칙적인 고랑이 생깁니다. … 만일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영생과 구원의 기쁨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나는 ‘살아 있는’ 회원입니까?”,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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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같은가?

• 6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주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어떻게 모범이
되시는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누가복음 9:51] 뒤를
돌아보지않으셨다.)

칠판에 적어 둔 미완성 문장을 다시언급한다.

• 누가복음 9장 57~62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관하여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 왜 우리는 이따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책임보다 다른
것들을우선시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사탄은 선한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삶을
채우게 하여 필수적인 것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쪽)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다음 표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그려
넣으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책임 다른 우선 사항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러고는 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해야
할 책임(정직하게 생활하기, 타인에게 봉사하기, 복음 나누기,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
행하기, 가정을 꾸리기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표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표에 열거한 각 책임에 대해 그 책임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다른 우선 사항의 예를 적어
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모범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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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를 따르기 위해 다른 목표나 우선 사항을 제쳐 두는 누군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수도 있는
것들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경전 학습 일지에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관한
찬송가를 한 곡 부르자고 하는 것도 좋을것이다.

찬송가 활용하기
음악, 특히 교회 음악은 학생들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업 중에 배우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찬송가를 부르자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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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과

누가복음 10:1~37
소개
예수께서 칠십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파견하셨다. 칠십인들은 복음을 전파했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악령을 내쫓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보고했다. 예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0:1~24
구주께서 칠십인을 부르시고, 권능을 부여하시고, 가르치시다
(다양한 크기의 공과 같은) 물건이 가득 담긴 용기를 교실에 가져온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여러분이 주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모두 들고 있으라고 한다. 그 학생이 물건들을 모두 들고 있을 수 없게 되고 몇 개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준다. 그런 후 그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어떻게 하면 물건들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있을까?

필요하다면, 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해 준다. 그 학생에게 물건들을 계속 주고,
그중 일부를 다른 학생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 다음, 그 학생들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한다.

• 이 활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루는 방법에 어떻게비유되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십이사도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돕도록 내보내셨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역을 베푸는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을것이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주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돕도록 누구를 지명하셨는가? 그들의 역할은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칠십인은 멜기세덱 신권의 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 직분은 오늘날 회복된 교회에도 존재한다. (가능하다면, 가장 최근 연차 대회가 실린
리아호나특집호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쪽을 보여 준다.) 현재
칠십인에는 여러 정원회가 있으나, 첫 두 정원회의 회원들만 총관리 역원으로 불린다. 각
정원회 인원은 최대 70명에 이른다.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관리를 돕는다.(교리와 성약 107:25~26, 34; 경전 안내서,
“칠십인”, scriptures.lds.org참조)

• 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추수할 무엇이 적다고말씀하셨는가?

• 이 성구들에서 주님의 일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자신을 대표하고 자신의 일을 돕도록
사도들 외에도 많은 일꾼을 부르신다.)

• 오늘날 사도들과 칠십인들 외에도 주님의 일을 도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의
모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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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기의
선지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청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도울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도움으로써 어떤 경험을 할 수있었는가?

누가복음 10장 3~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칠십인에게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일을 거절했던
여러 성의 주민들을 질책하셨다. 후에 칠십인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께 보고했으며,
그분은 추가 지침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0:25~37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나게 하고 실망감을
주고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는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반원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짜증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운일이겠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공부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 율법교사가 구주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율법교사는 구주께 어떤 질문을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26~2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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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27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하는가?

•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의미하는가?

칠판에 적어 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라는 문구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소에 자신이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을 칠판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그날 할 일 준비하기,
식사, 잠, 숙제하기 등이 포함될것이다.)

칠판에 모두 열거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 중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일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이 활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 타인의 행복에 더 자주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려 노력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외로워
보이는 이들과 함께 점심 먹기, 학교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 칭찬하기 등이 예가
될 수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율법교사가 예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0장 30~3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기할 학생을 몇 사람
정한다. 해설자, 상처를 입은 유대인 남자, 두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역할을
배정해 준다. (여러분 반에 학생이 몇 명밖에 없다면, 여러 역할을 중복해서 맡을 수 있다.)
이름표, 유대인 남자에게서 빼앗을 옷, 기름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용기, 짐승을
나타내는 흔들의자, 두 데나리온을 나타내는 동전 두 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해도 좋다. (주:원한다면, 수업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선정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안전한 역할극이 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있다.)

해설자에게는누가복음 10장 30~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연기하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구주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역할극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 사마리아인의 행동 중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는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게서 기대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했으며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교사와 본보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임명되었다. 이 신권
소유자들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는 계명과

제50과

286



외국인과 여행자들을 돌보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다.(레위기 19:34; 25:35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인이며 부분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 및 이교도의 믿음과 관습이 혼합된 것이었다. …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배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졌[다.]”(경전 안내서, “사마리아인”, scriptures.lds.org)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일부러 서로를피했다.

•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놀라운 이유는무엇인가?

•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입은 유대인을 돕지 않을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 33절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게되었는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 사항이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소망을 느끼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36~3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뒤이어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비유는 2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이되는가?

구주께서 이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임을 시사한다고 학생들에게이해시킨다.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는 친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이웃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주님의 시금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4쪽)

• 37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치셨는가?

학생들에게 앞서 자신이 떠올렸던,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한다.

•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는
구주의 권고를 따랐던 때를 깊이 생각해 본다. 그 결과는어떠했는가?

오늘 수업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하여 간증한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서 완성하라고 한다.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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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및 적용하도록 권유하기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이 경전에 나오는 원리와 교리를 적용하고, 개종하게 되며,
충실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돕는 데 있다. 질문을 하고 적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런 원리들을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루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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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5:1~10:37(10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누가복음 5장 1절~10장 37절(10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누가복음 5장)
구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권유하는 기사에서, 학생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병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기사에서는, 신앙을 행사하고 구주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주께 나아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기꺼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누가복음 6:1~7:17)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선행을 하면, 우리의 상이 클 것이며,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과, 타인에게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후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그들이 말하지 않은 필요 사항을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셋째 날(누가복음 7:18~50)
이 과에서 학생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예임된 선지자였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눈물로 구주의 발을 씻긴 여인의 기사에서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신앙을 행사하여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한층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넷째 날(누가복음 8:1~10:37)
이 과에서 학생들은 모욕적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르라는 격려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한 율법교사가 구주께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25) 다음 교수 제언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289



교수 제언
누가복음 10:25~37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짜증나게 하고 실망감을
주고 화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는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반원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짜증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운일이겠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공부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은누가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구주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한 율법교사에 대해 배웠다는 점을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26~2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의미하는가?

칠판에 적어 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라는 문구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소에 자신이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을 칠판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그날 할 일 준비하기, 식사, 잠,
숙제하기 등이 포함될것이다.)

칠판에 모두 열거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는 활동 중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일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된 각 항목이
자신, 타인,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할 수도있다.)

• 이 활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 타인의 행복에 더 자주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려 노력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외로워
보이는 이들과 함께 점심 먹기, 학교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 칭찬하기 등이 예가
될 수있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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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율법교사가 예수께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0장 30~35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기할 학생을 몇 사람
정한다. 그들에게 해설자와 상처를 입은 유대인 남자, 두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맡게 한다. (여러분 반에 학생이 몇 명밖에 없다면, 여러 역할을
중복해서 맡을 수 있다.) 이름표, 유대인 남자에게서 빼앗을 옷, 기름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용기, 짐승을 나타내는 흔들의자, 두 데나리온을 나타내는 동전 두 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해도 좋다. (주:원한다면, 수업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을 선정해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안전한 역할극이 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있다.)

해설자에게는누가복음 10장 30~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연기하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구주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역할극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 사마리아인의 행동 중 어떤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는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게서 기대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교사와 본보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임명되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이 신권 소유자들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레위인들은 특히 여행자들을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다.(레위기 25:35~36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인이며 부분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 및 이교도의 믿음과 관습이 혼합된 것이었다. … 사마리아인이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배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졌[다.]””(경전 안내서,
“사마리아인”, scriptures.lds.org)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일부러
서로를피했다.

•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놀라운 이유는무엇인가?

•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입은 유대인을 돕지 않을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따르면,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은 무엇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하게되었는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 사항이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소망을 느끼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36~3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뒤이어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비유는 29절에 나오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이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1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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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께서 이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학생들을이해시킨다.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는 친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이웃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46)”(“주님의 시금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4쪽)

•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치셨는가?

학생들에게 앞서 자신이 떠올렸던,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한다.

•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을까?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는 구주의 권고를 따랐던 때를 숙고한다. 그 결과는어떠했는가?

오늘 수업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하여 간증한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완성하여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하겠다.

다음 단원(누가복음 10:38~17:37)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는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이기적인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꾸짖으셨는지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을 덜 닮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르는 이들을 더
닮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또한 탕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다른 비유들도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를
얻는 데만 평생을 바친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서 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0단원

292



제51과

누가복음 10:38~누가복음
12:59
소개
마르다의 집에 가신 구주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르치셨다. 이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고 위선과 탐욕에 대해 경고하셨다.

교수 제언

학생들이 배우는 진리들을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복음 원리를 배우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다 배운 것이 아니다. 적용은
진리를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후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할 때 일어난다.
학생들에게 복음 진리들을 배울 때, 그것을 적용하라는 영적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 격려한다.

누가복음 10:38~42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어제 했던 선택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1분 동안 그 선택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최대한 많이 적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했던 좋은 선택 몇 가지를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있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0장 38~42절을 공부하면서, 특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한 가지 이상이 될 때,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구주께서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신 후, 베다니로 가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38~4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가 구주께서 집에 계시는 동안 각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마리아는 구주께서 집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했는가?

• 마르다는 무엇을 했는가? (40절에 나오는마음이 분주했다[cumbered]는 단어는
부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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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와 마르다(복음 그림책[2009], 45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예수님 시대에 대접을 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마르다는 안주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은 현세적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 40절에 따르면, 마르다는 현세적인
문제를 염려했음을 나타내는 어떤
요청을 구주께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0장 41~4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41절]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위대한 스승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었습니다.”(“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쪽)

• 구주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0:42)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마리아는 현세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주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영적 축복들을
받게 될것이다.)

•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현세적 관심사보다
영적인 일에 더 전념한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일에 전념하면서도, 필요하지만 덜 중요한 다른 일들도 신경 쓸
수있을까?

한 학생에게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제5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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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 관한 다양한 선택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그저 좋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있습니다. …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
또는 잡지 읽기를 선택하는 동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한 오락물을 시청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105쪽)

학생들에게 자신이 써 놓은 어제 했던 선택들을 다시 살펴보며, 긍정적인 선택들에 각각
“좋은 것”,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시하게 한다. 학생 한두 명에게
영적인 일들을 현세적인 관심사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간증해
달라고한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전임 선교사이고, 구도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도자가 몇 차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고 가정해 보게 한다.
그 구도자는 기도하기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있다.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이 문제에 어떻게답하겠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분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분께서는
그렇게하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후, 비유들을 사용하여 기도에 대한
진리들을 더 가르치셨으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진리도
포함되어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누가복음 11장 5~13절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누가복음 11장 5~6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고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 또한 조셉 스미스 역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지적해 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
반원들에게 다음을질문한다.

• 5~8절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 왜
그렇게했는가?

• 친구가 그 요청을 들어 준 이유는 무엇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8절에서
간청함[importunity]이란 단어는 그 사람이 처음에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는데도 그
친구가 끈질기게 애원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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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를 나타내고 떡을 가진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면, 구주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신것인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끈질기게 구한다면, …

• 13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로 끈질기게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주시는가?

• 누가복음 11장 5~13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칠판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끈질기게 구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끈질기게 구한 끝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어떨지 고려해본다.

누가복음 11장 14~54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고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영적 무지와
사악함을 질책하셨다고설명한다.

누가복음 12장
구주께서 위선과 탐욕에 대해 경고하시다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답변을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매우 간절히 원했던 적이있는가?

•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누가복음 12장 1~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수많은 무리 앞에 서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선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한 언젠가는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그때 한 사람이 구주께 자신의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설득시켜 달라고부탁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2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 사람의 요청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경고하셨는가?

탐심[covetousness]은 뭔가를 지나치게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고명하신다.

• 왜 탐심을 피해야 하는가? 이 진리는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탐심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후, 이 계명의 중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비유를 드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2장 16~1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내가와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그 사람이내가와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한 것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알려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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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유혹을 받을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2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탐욕과 탐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엠 러셀 밸라드장로)

•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는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못했는가?

• 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가?

누가복음 12장 22~30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세적 필요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셨다고설명한다.

조셉 스미스 역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기적인 욕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엇을 구하라고 권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권고하셨는가?

•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구한다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약속받았는가?

• 여러분은누가복음 12장 31~34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이 해결되도록 도우시고 당신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추구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대답할 때,
그들이 앞부분에서 현세적인 관심사보다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에 관하여 찾은
원리를 언급해 줄 수도있다.)

여러분이 현세적인 관심사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구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영적인 일에 더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현세적인 관심사에 더 초점을 두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현세적인 관심사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2장 35~59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48점)임을 이해하도록 도우셨으며,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설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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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과

누가복음 13~14장
소개
예수께서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치셨으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또한 비유를 사용하여 겸손에

대해,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대가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3:1~14:14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겸손 및 불우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에
관해 가르치시다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준다. 여러분이 몇몇 친구와 함께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옷차림이 초라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 친구가 그 학생의
외관에 대해 무례한 말을 뱉으니, 친구들이 웃으며 재미있어한다.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다른 반응들을 보일 수있을까?

누가복음 13~14장에서 구주께서는 우리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학생들에게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3장 1절~14장 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 버리게 될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주님은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과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받게 될 사람들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또한 그분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셨다.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구주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온다. 식사를 하기 전에 그분은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유체가 많이 괴어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을보인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은누가복음 13장 15~16절을 조용히 읽고,
다른 학생은누가복음 14장 5~6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을 들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며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응수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짝에게 이야기해 주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짐승을 위해 하는 일들을 묘사하는 말은 무엇인가? (묶인 것을
풀어 주고 구덩이에서끌어낸다.)

•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구주의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안식일에 적절한 일이다.
구주께서 보이신 이 의로운 모범은, 안식일에 짐승을 돕는 것은 정당화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일부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대조를이룬다.)

누가복음 14장 7~11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후,
가장 명예로운 자리인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음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손님들을 질책하셨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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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4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어떤 권고를하셨는가?

• 사람들이 친구들과 부유한 이웃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구주 시대에 불구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난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었다.(누가복음 16:14~31참조)

•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있는가?

• 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에 관하여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쓴다면, 주님께서는 부활 때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부활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설명한다.

• 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은 불운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자신보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적으라고한다.

누가복음 14:15~35
예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대가에
관해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하거나 포기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들을 칠판에 적어 보라고한다.

• 이런 희생을 면하기 위해 할 수도 있는 변명에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반원들에게누가복음 14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불운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라고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누가복음 14:15)라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 말에 응하여 구주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드셨다.

학생들에게 앞부분에서 자신의 짝이었던 학생과 함께누가복음 14장 16~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조별로 한 학생에게는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초대를
받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른 학생에게는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큰 잔치와 같은가? (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선물이다. 복음은 우리를 채워 주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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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준다. 우리는 복음을 취하도록 권유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취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있다.)

• 큰 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변명을했는가?

• 그런 변명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엇을드러내는가?

24절에 따르면, 주님과 그분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주님과 그분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도 있었을 축복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요구받을 수도 있는 희생들을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그런 희생을 기꺼이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축복들을 잃을 수있는가?

구주께서는 이 비유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4장 25~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누가복음 14장 25~27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고 설명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는 남편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두려워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것들을행할지니라.”

경전 학습 보조 자료 활용하기
교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마련했으며 이를 몇몇 언어로 출판된 경전
합본에 포함시켰다. 이런 학습 보조 자료에는 각주, 색인, 사진,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경전을 공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학생들에게 개인 경전 공부를
할 때 이런 학습 보조 자료들을 활용하라고 권유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기꺼이 해야 한다고말씀하셨는가?

미워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의 한 가지 정의는 “덜 사랑하다”(James Strong, The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1890], “misĕō,” 48)이라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라면 가족 또는 심지어 목숨에 대한 헌신도 당신에 대한 헌신 다음에 와야
한다고 설명하신 것이었다.(또한마태복음 10:37참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상징한다.(또한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16:26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내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만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학생들에게 이 진리를누가복음 14장 25~27절옆에 적으라고
해도좋다.)

•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기꺼이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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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심하여(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14:27참조)라는
문구를 칠판에적는다.

• “이를 명심하여”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맥에서
명심하다[settle]라는 말은 결심하거나 굳게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기를바라시는가?

• 조셉 스미스 역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시는 것을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더블유 기븐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것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인생의 유일한 참된 안전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정직, 겸손, 순결, 지혜의 말씀, 그리고 성전 결혼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인생의 초기에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곧고 좁은 길 위에, 아니, 곧고 좁은 길의 가운데에 머무십시오. 표류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 계명에 따라 산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를 명심하라”,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03, 104쪽)

•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한 계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어떻게축복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정직, 겸손, 순결, 지혜의 말씀, 그리고 성전 결혼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심하라고 권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할 수도있다.

구주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런 원리들을 가르치신 후, 두 가지 비유를 드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4장 28~30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누가복음 14장
31~3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엇을 설명한다고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 비유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것을 끝낼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행동 방침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거나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희생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기를 원하셨다. (또한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Luke 14:31참조)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희생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몇몇 학생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희생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14장에서 가르치신 것을 요약해 주는 문장인 33절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오늘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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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5장
소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주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자 그분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5:1~10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묻는다.

•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왜 그렇게했는가?

• 사람을 영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현재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이해시킨다.)

반원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갔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대해 불평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구주께 가까이 다가갔는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불평했는가?

• 이 불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주는가?

구주께서는 그에 응하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드셨다고 설명한다.
이 비유들은 죄인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독선을
질책하기 위해 주어졌다. 학생들에게 각 비유에 나오는 대상은 왜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찾았는지 주의를 기울이라고한다.

다음 표를 칠판에 그리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 준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조별로 한 학생에게는누가복음 15장 3~7절을, 다른 학생에게는

누가복음 15장 8~10절을 공부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이 맡은 비유를
읽으면서, 왼쪽 난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세 번째 비유는 수업
후반부에 다루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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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3~7
누가복음

15:8~10
누가복음

15:11~32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찾았는가?

그것을 찾았을 때의 반응을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는 무엇인가?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들에게 짝끼리 서로 자신이 맡은 비유를 설명하고 표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해 주라고 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그렇게 하고 나면, 몇몇 학생에게
칠판으로 나와서 표에 답을 적어 보라고 하거나 (표를 칠판에 그리지 않았다면) 답을
반원들 앞에서 말해 달라고한다.

• 양을 잃은 것과 동전을 잃은 것 사이에는 과정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양은 주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잃어버렸고, 동전은 주인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렸다.[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5, 120, 121–22
참조])

• 7절과 10절에 따르면, 다시 찾은 동전과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죄인을상징한다.)

•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와는 관계없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무엇인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도록 도울 때, …

•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바탕으로, 칠판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도록 도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하늘에서도
기뻐한다.칠판에서 이 원리를 완성한다. 학생들에게 이 원리를누가복음 15장
1~10절옆에 적으라고 해도좋다.)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이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왔는가?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았는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누가복음 15:11~32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한 청녀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기도와 교회 참석을 중단했다. 그녀는 다시 기도를 하고 주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싶다는 소망을 느끼지만, 그분께서 자신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봐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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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청녀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탕자(분별
없이 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을 의미함)와 그의 형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희망도 없고 잃어버려진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을 세 명씩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그룹에게 나눠 준다. 그런 후, 그룹별로누가복음 15장

11~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첫 번째 학생에게는 그 비유를 탕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 학생에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세 번째 학생에게는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한다.

소그룹 과제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과제를 하는 동안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학습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그룹 사이를 오가며 학습 활동을 지켜보고
학생들이 과제에 열중하고 그 학습 과제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학생들이 읽기를 마치면, 그들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질문들을 그룹별로 토론하라고한다.

탕자의 비유

탕자

• 당신은 어떤 계기로 냉정을 되찾았습니까? 또는 자신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 주셨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 둘째 아들이 떠나 버린 동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품었으며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토록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맏아들이 분개했을 때, 맏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

• 동생이 떠나 버린 동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아버지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받은 축복들을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칠판이나 첫 번째 유인물에 나오는 표의 세 번째 난(누가복음 15:11~32)을
어떻게 완성하겠느냐고 묻는다. 학생들이 답하는 내용을 칠판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에 답을 적으라고한다.

제53과

304



• 탕자를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양이나 동전과는 달리, 탕자를 잃어버린
이유는 그 자신의 반항때문이었다.)

•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반응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기뻐하시며 두 팔을 활짝 벌려
돌아오는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이 원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자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이 아들을 염려하던 충실한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 수없이 입을
맞추는 애틋한 장면은 거룩한 경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애정어린 장면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의 팔
속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9쪽)

학생들에게 그 비유에 나오는 형을상기시킨다.

• 그 형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형이 화를 낸 이유에 관한 통찰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 아들은 다른 사람이 집에 왔을 때에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으나
부모님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한 것에는 화를 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 연민을 느끼며, 이 충실한
아들, 놀라울 정도로 충실한 아들은 잠시 동안 불결함이나 절망, 두려움이나
자기 혐오를 자신이 결코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잊었습니다. 그는 목장에
있는 모든 송아지가 이미 자신의 것이며, 옷장에 있는 모든 옷과 서랍에 있는

모든 가락지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잠시 동안 잊었습니다. 자신의 충실함으로 늘
보상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

그는 아직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동생의 귀향이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는
넓은 시야와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

분명 이 동생은 죄수, 곧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불결한 생활 속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도 어느 정도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질투의 괴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또 다른 탕자”, 70쪽)

• 홀런드 장로에 따르면, 그 형이 화를 낸 이유는무엇인가?

•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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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때 연민을 보이고 기뻐해 줌으로써 좀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에서 배운 원리들을 복습한다.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에 대해 불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원리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응수하셨겠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떠올렸던,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을 상기시킨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할 한 가지 방법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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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6장
소개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분을 조롱했고,

이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6:1~12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돈, 전자 기구, 졸업장, 장난감 차, 또는 집 그림 등 지상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물건들을
준비해서 수업에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본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질문들을한다.

•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얻고자 애쓰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된 물건들을
가져왔다면, 학생들이 언급할 때 그것들을 전시한다. 또는 한 학생에게 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한다.)

•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부를 구하기를 바라시는가? (한 학생에게 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열거해 달라고 한다. 대답에는 영원한 가족, 평안, 기쁨, 해의 영광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 학생에게 반원들의 대답을 열거한 부분 위에영원한 부라는 제목을
적으라고한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부 중에서 몇 가지를 현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영원한 부 중에서 자신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영원한 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업무, 돈,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6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신의 청지기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했는가?

• 청지기의 낭비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는 직업을 잃게 될것이었다.)

누가복음 16장 3~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그 청지기는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되면 육체 노동은 못할 것 같고 구걸을 하자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염려가 되었다. 그는 다른 집에서 직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짰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부자 두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빚을 엄청나게 탕감해주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6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부자가 자신의 청지기가 행한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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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설명한다.

• 자신의 청지기가 했던 일에 관해 알게 된 부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자는 어떤
점을 칭찬했는가? (그 부자는 청지기가 기지를 발휘하여 빚을 진 부자들의 환심을
얻은 것을 칭찬했다. 그가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은아니었다.)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복사해서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알아보라고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지상에서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심함, 사려 깊음, 헌신 등과 영적인 부를 추구한다고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의 게으름과 부주의를 비교하고자 하신 것이다. …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에게서도 배울 교훈이 있다. 그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토록 신중하다면 영원한 미래를 믿는 여러분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더 신중하여야 하겠는가! … 재물을 사랑하는 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부정직, 탐욕, 그리고 없어질 재산을 인색하게 쌓아 놓는 것 등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열성, 선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성을 본받아야 한다.”(예수 그리스도,
467~468쪽)

•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를원하셨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6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우리가 영원한 부를 축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재물[mammon]은 돈과 소유물, 유대 관계를 포함하여
지상의 부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10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문구를 칠판의 미완성 문장에 추가한다.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한다면, …)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열거한 영원한 부로돌린다.

• 이 “참된 [재물]”(11절)을 만들어 내는 것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가 되도록
칠판의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부를 축복받을 수
있다.)

• 영원한 미래를 부지런히,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든 이유는무엇인가?

• 우리는 지상의 부를 어떻게 의롭게 사용할 수있는가?

• 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부를 맡을 자격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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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기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고맙다고 하거나 평을 해 주는 등 그들의 대답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고 타당하게 여겨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앞으로 더욱 편안하게 대답을 하고 깨달은 점과 경험담을
나눌 것이다.

누가복음 16:13~3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열거한 것들(또는 지상의 부를 나타내는 물건들을 가져왔다면
그것들)로 돌리고, 지상의 부를 탐하는 것이 영원한 부를 얻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6장 13~26절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6장 13~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13절)고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은 구주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분을 “비웃[었다.]”(14절)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묘사하며 왜 그들이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비웃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바리새인에 관해 배운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무엇을 탐했는가? (지상의
부와 권력[마태복음 23:2~6, 14참조])

• 왜 바리새인들의 탐욕이 구주를 비웃는 원인이 되었다고생각하는가?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6장 16~23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는 바리새인과 구주
사이에 오간 대화가 좀 더 자세히 나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이 번역에 대한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과 예언서(구약전서)가 자신들의 율법이라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예언서가 자신에 대해 증거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의문스럽게 여기시며 그들이 “바른 길을 굽게 [한다]”(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6:21)고 꾸짖으셨다. 구주께서는 세상적인 부와 권력에 마음을 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행실과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비유의 부자에 빗대셨다.

낭독극에 참여할 자원자 세 명을 받는다. 첫 번째 자원자에게는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누가복음 16:19~23), 두 번째 자원자에게는 부자가 했던 말을(누가복음 16:24, 27,
28, 30), 세 번째 자원자에게는 아브라함이 했던 말(누가복음 16:25, 26, 29, 31)을 배정해
준다. 이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6장 19~26절에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낭독하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부자와 나사로의 지상 삶은 어떻게달랐는가?

• 그들의 사후 삶은 어떻게 달랐는가? (“아브라함의 품”[22절]은 영의 세계에 있는
낙원을 나타내며, “음부”[23절]는 영옥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Abraham’s Bosom,” “Hel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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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부자는 지상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하지못했는가?

학생들에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을 나타낸다고상기시킨다.

• 우리가 탐욕스럽고 지상의 재물을 의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탐욕스럽고 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고통을 받으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또한교리와 성약 104:18참조])

학생들이 이 비유에서 진리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구주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낭독극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6장 27~31절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낭독하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부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부자는 자신의 다섯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행해지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여겼는가?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이킬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돌이킴, 즉 개종은 “사람의 믿음, 마음,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경전 안내서, “돌이킴, 돌이키다”,
scriptures.lds.org)

• 이 비유에 따르면, 왜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부자의 형제들에게 보내지않았는가?

구주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누가복음 16:29, 31)을 언급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부했던 경전을 다시금 참조하게
하셨다고 설명한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실제 인물은 나중에 구주께서 그를
살리심으로써(요한복음 11장참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31절)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바리새인과 그 외 사람들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거부하고 회개하지않았다.

• 이 비유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가르친 내용에서 우리는 개종에 관련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리들을 언급하겠지만, 다음 진리를
확실히 찾아야 한다.개종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나며, 기적을 목격하거나 천사를 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왜 개종은 기적을 목격하거나 천사를 보는 것보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난다고생각하는가?

• 우리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어떻게 도울
수있는가?

• 선지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의 개종에 영향을주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개종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권고를 더 잘 믿거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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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7장
소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가르치셨다. 이에 사도들은 그분께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 주실 것으로 요청했고, 그에 응하여 구주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후에 예수께서는 열 명의
나병환자를 치유하셨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를 표했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마주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학생들이 학습자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초점 맞추기
각 수업을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교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에서 해야 할 역할에도 계속 초점을 맞춘다. 그저 “나는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자문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교실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찾아내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누가복음 17:1~10
사도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 달라고 요청하다
학생들에게 (신권 축복 구하기, 십일조 내기, 교회에서 말씀 또는 공과 전하기와 같이)
신앙을 행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 달라고 하고, 그것들을 칠판에열거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조용히 숙고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이 더 컸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통해 그런 마음이 생기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거나
죄를 짓도록 권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7장 3~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을
요할 수도 있는 계명을 찾아보라고한다.

• 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명하셨는가?

• 4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하는가? (구주의 대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몇 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와는 관계없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도좋다.)

•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왜
어려운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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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7장 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후 사도들이 그분께 무엇을 소망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들은 구주께 무엇을 소망했는가?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주님에 대한 더 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사도들이 타인을 용서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누가복음 17장 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작은
겨자씨만 한 신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알도록 돕기 위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를드셨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 …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것이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17장 7~1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기대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성경 시대에 주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종에게
모든 생활필수품을 제공했다. 그렇기에 주인은 종이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그에게
특별한 감사를 하거나 그의 덕을 보고 있다고 여길 필요가없었다.

•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은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기를]”[10절]기대하신다.)

칠판의 미완성 문장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것이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신앙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10절에 따르면, 종은 주인이 명한 것을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해야하는가?

• “무익한 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의미한다.)

• 우리가 순종하고 의롭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빚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께 갚을 수가 없다.[모사이야서 2:20~26참조])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이다.학생들에게 이 원리를 경전에 적으라고 해도좋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되는가?

학생들에게 계명을 지켰거나 자신의 의무를 순종적으로 수행한 결과 신앙이 자랐음을
느꼈던 때를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생각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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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다른 학생과 나누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누가복음 17:11~19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성경 시대에 나병을 앓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병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말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것이다. 나병은 신체의
형태를 손상시키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다. 나병환자들은 타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격리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기 위해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만 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Leper”
참조)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7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른 한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여러분이 그 나병환자 중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생겼겠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7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나병환자들이 구주께 무슨 말을 했으며,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나병환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요청했는가?

•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모세 율법에서는 나병환자들이 나병에서 회복되면 사회로 복귀하라는 승인을 얻기 위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레위기 14장참조)

• 그 나병환자들이 가는 동안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나병에서 깨끗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17장 15~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나병환자 중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는 구주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했는가?

• 왜 누가는 그 감사를 표현한 나병환자가 대부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언급했겠는가? 이 작은 사실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더
이해하게 해주는가?

• 주님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돌아온 나병환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받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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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받는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 이따금 우리는 어떻게 그 아홉 명의 나병환자와같은가?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축복에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받은 축복을 인식할 뿐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87쪽)

• 1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이 나병환자의 행동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온전해졌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에는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로 나옴—옮긴이])

• 우리가 받는 축복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들을 경전 학습 일지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한다. 이런 축복들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7:20~37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누가복음 17장 20~37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재림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주:마태복음 24장과 조셉 스미스—마태 수업에서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다루었다.)

이번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고한다.

성구 익히기 복습
이 활동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있다.

반원들을 네다섯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주사위와 연필을 하나씩 준다.
(주사위가 없다면, 1부터 6까지 적은 쪽지 여섯 장을 봉투나 용기에 넣어서 준다.) 또한 각
학생에게는 빈 종이가 하나씩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룹 구성원끼리 탁자에 빙
둘러서 앉거나 원형으로 앉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여러분이 암송하게 할
성구 익히기 구절이 나오는 데를 펴라고 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자신의 그룹에서 그 성구
전체를 가장 먼저 적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룹별로 한 자루씩 제공된
연필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온(또는 1이 적힌 쪽지를 뽑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 각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라고
한다.(또는 봉투나 용기에서 쪽지를 뽑은 뒤 다시 넣으라고 한다.)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오면, 그 학생은 연필을 가지고 성구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종이에 적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그룹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룹에서 다른
학생이 1이 나오면, 그 학생은 성구를 적고 있는 학생에게서 연필을 받아 성구를 소리
내어 말하면서 적기 시작한다. 연필을 넘겨준 학생은 그룹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진다. 성구의 일부분을 적었던 학생이 다시 연필을 쓸 수 있게
되면, 그 학생은 이미 적은 부분을 소리 내어 읽고 나서 그다음 부분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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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복하면 학생들이 그 성구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그룹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 전체를 쓴 학생이 나오면 활동을종료한다.

활동이 끝나면, 반원들에게 그 성구를 다 같이 읽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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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10:38~17:37(11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누가복음 10장 38절~17장 37절(11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누가복음 10:38~12:59)
학생들은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현세적 관심사보다 영적인 일에 더 전념한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끈질기게 구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학생들은 그 밖에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세우기를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마련하도록 도우시고 당신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둘째 날(누가복음 13~15장)
13~15장에서 학생들은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우리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쓴다면, 주님께서는 부활 때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또한 주님과 그분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들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느끼도록 도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셋째 날(누가복음 16장)
학생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한다면 영원한 부를 축복받을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탐욕스럽고 지상의 부를
의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고통을 받으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개종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나며, 기적을 목격하거나 천사를 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날(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신앙을 키워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임을
배웠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받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에
응하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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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묻는다.

•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분은 기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왜 그렇게했는가?

• 사람을 영적으로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현재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이해시킨다.)

반원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에 대해 불평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불평했는가?

• 이 불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주는가?

구주께서는 그에 응하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를 드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각 비유에 나오는 대상을 왜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찾았는지에
주목하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 목자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잃은 것을 되찾을 때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15장 4~6,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목자와 여인은 각각 양과 동전을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양을 잃은 것과 동전을 잃은 것 사이에는 과정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양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소와 같은 일상의 과정에서 잃어버려진 것이었고, 동전은 주인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려진 것이었다.[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5, 120, 121–22참조])

• 목자와 그 여인의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데 어떤 단어가사용되었는가?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5장 7, 1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목자와 여인의 기쁨을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회개한 죄인에 대해 하늘에서 기뻐하는것)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탕자(분별 없이 돈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을 의미함.)와 그의 형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을 세 명씩 그룹을 지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그룹에게 나눠 준다. 그런 후, 그룹별로누가복음 15장

11~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첫 번째 학생에게는 그 비유를 탕자의 입장에서, 두
번째 학생에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세 번째 학생에게는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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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읽기를 마치면, 그들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질문들을 그룹별로 토론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그 비유를 읽고 토론하라고 하는 대신,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탕자”(5:35)를 보여 줄 수 있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눠 주고,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면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있다.

탕자의 비유

탕자

• 당신은 어떤 계기로 냉정을 되찾았습니까? 또는 자신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 주셨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 둘째 아들이 떠나 버린 동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품었으며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토록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맏아들이 분개했을 때, 맏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

• 동생이 떠나 버린 동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아버지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받은 축복들을 무엇입니까?

• 탕자가 잃어버려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양이나 동전과는 달리, 탕자가 잃어버려진
이유는 그 자신의 반항때문이었다.)

•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기뻐하시며 두 팔을 활짝 벌려 돌아오는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이 원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자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그 비유에 나오는 형을상기시킨다.

• 그 형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형이 화를 낸 이유에 관한 통찰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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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할 줄 모르면서도,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자기 연민을 느끼며, 이 충실한
아들, 놀라울 정도로 충실한 이 아들은 잠시 동안 불결함이나 절망,
두려움이나 자기 혐오를 자신이 결코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잊었습니다.
그는 목장에 있는 모든 송아지가 이미 자신의 것이며, 옷장에 있는 모든 옷과
서랍에 있는 모든 가락지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잠시 동안 잊었습니다.
자신의 충실함으로 늘 보상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던 그는 자신이 근접해 있던,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는 아직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동생의 귀향이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는 넓은 시야와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

분명 이 동생은 죄수, 곧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불결한 생활 속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도 어느 정도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보이지 않는
감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먼 질투의 괴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동생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0쪽)

• 홀런드 장로에 따르면, 그 형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그 형도 또한
잃어버려진자였는가?

•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무엇인가?

• 좀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때 연민을 보이고 기뻐해 줌으로써 좀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떠올렸던,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사람을 상기시킨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은 어떤 점에서 잃어버려진 자인지,
즉 회개하고 구주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다음 단원(누가복음 18장~요한복음 1장)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학대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다음 단원을 공부하면서 구주께서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에 관한 누가의 기록에
어떤 상세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지 주의해서 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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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과

누가복음 18~21장
소개
필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며,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18~21장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18~21장에 기록된
사건 대다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미 배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사건들 중 두 가지를 복습하기 위해
다음 그림들을 전시한다.그리스도와
부자인 젊은 관원(복음 그림책[2009],
48번; 또한 LDS.org참조),승리의
입성(복음 그림책, 50번) 학생들에게 이
기사들을 요약해 보고, 그 기사들에서 배운
것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이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누가복음 18~21장에
대한 다음 요약문을 사용할 수 있다. (주:
이번 수업에 나오는 사건들이 구주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 개요를
보여 줄 수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분은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소유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은 한 맹인을 고치셨으며, 또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 한 세리장과 함께 식사를 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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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으며, 사람들이 외치는 찬양 소리 가운데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또다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셨다. 그분은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고,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해 가르치셨다.

학생들이 이번 수업에서 공부하게 될 기사들 대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기사들을 공부할 준비가 되도록,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보이겠는가?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자 하거나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보이는가?

학생들에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음 기사들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누가복음 18:1~8;누가복음 18:9~14;누가복음
18:35~43;누가복음 19:1~10.이 성구들에는 구주께서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르치신 비유들과 그 여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담겨 있다고설명한다.

각자에게 칠판에 적은 참조 성구를 하나씩 지정해 주거나,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칠판에 적은 참조 성구를 각 그룹에 하나씩 지정해 준다. 각 학생 또는 그룹에게 맡은
성구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기사 또는 비유를 연기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지 않았다면, 반원 전원이 참여하여 각 기사를 실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본다. 이 기사들을 실연하지 않을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지정받은 성구를 개인적으로 공부한 뒤 배운 것을 서로 가르치라고 한다.) 반 또는 각
그룹에서 한 학생은 해설자가 되어, 나머지 반원 또는 그룹 구성원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경전 기사를 낭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주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8장 35~43절과누가복음 19장 1~10절을 맡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역은
배제하고 연기해야 한다. 해설자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고, 연기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듯이 반응하라고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의와 존경 보이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존중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회화 작품과 극장에서 구주를 묘사하는
데 신중을 기한다. 우리도 교실에서 그분에 대한 경의를 보여야 한다. 구주를 불경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그분의 음성을 묘사하는 학생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경전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룹별로 준비할 때,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함께 토론하고 그 장면을 연기한 후에
반원들 앞에서 답을 발표하도록 준비하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을지 또는
유인물로 나누어 줄지를 생각해본다.)

• 이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부, 세리, 맹인, 또는 삭개오)은 무엇을소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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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요 인물은 자신의 소망이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행동을했는가?

• 그 주요 인물의 충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이 이야기에서 어떤 원리 또는 교리들을 찾아낼 수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반원 또는 각 그룹에게 배정받은 기사를 연기하고 해설자는 그
성구를 낭독하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연기하는 장면을 지켜보거나 경전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각 기사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각 연기가 끝나면, 반원들 또는 그룹에게 앞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표하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찾아낸 원리나 교리들을 칠판에
열거하라고한다.

그룹들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표하고 나면, 다음 질문들을한다.

• 각 주요 인물의 행동에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했는가? (그들은 각자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끈기 또는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 이런 행동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각 주요 인물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서 받은 것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사점을
발견했는가? (각 인물들은 도움 또는 자비를받았다.)

학생들에게 그 기사들의 유사점에서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원리를 찾을 수 있겠으나, 다음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진실하고 끈기 있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참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분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합니다.”(“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5쪽)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칠판에 적었던 질문들을 다시 언급한다. 반원들에게
자신의 짝과 함께 그 질문들을 토론해 보라고한다.

•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축복이고, 힘이며,
보호와 확신, 인도, 사랑이 담긴 친절, 위안, 지지 및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을 통해
받게 [됩니다.]”(“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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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 줄 수있다.)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했는가? 그 결과 어떤 자비를 경험하게되었는가?

• 여러분은 자기 삶의 어떤 면에서 주님의 도움 또는 자비를 바라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하겠는가?

꺼려 하지 않는다면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은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여러분도 이 원리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참됨을 간증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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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과

누가복음 22장
소개
지상 성역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예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으며
베드로에게는 형제들을 강화하라 명하셨다. 구주의 속죄

희생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은 체포되어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으셨다. 구주께서 심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22:1~38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사도들을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과 가족 한 명이 집의 마루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또는
학생 두 명에게 이것을 연기해 보게 한다.) 그 가족은 일어서고 싶어서 도움을청한다.

• 여러분이 마루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그 가족을 어떻게 잘 도울 수있을까?

• 여러분이 먼저 일어선다면 어떻게달라지겠는가?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향상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2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향상되도록 돕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누가복음 22장 1~30절에 대한 요약으로, 학생들에게 다음을 상기시킨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의 마지막을 앞두고 사도들과 만나 유월절을 지내셨다. 그날 밤에 구주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알리셨고,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며 그 의식을
계속 집행하며 자신을 기억하라 명하셨으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또한 사도들이 계속 자신과 함께한 것에 대해
칭찬하셨으며, 언젠가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약속하셨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2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1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왕국의 자녀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원했노라.”

• 구주께서는 사탄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사탄은 베드로와 성도들을 밀
까부르듯 하기를원했다.)

밀을 까부르면 낟알과 찌꺼기로 분리된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은 베드로에 관하여 그가 이미 간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웠는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했음을 상기시킨다.[마태복음 16:13~17참조])

• 32절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가 형제들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아직 무엇을 겪을
필요가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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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과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성신을 통해 진리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경전 안내서, “간증”, scriptures.lds.org참조] 복음으로 돌이킨다는
것[개종]은 “사람의 믿음, 마음, 생활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행 3:19)”[경전 안내서, “돌이킴, 돌이키다”,
scriptures.lds.org])

•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복음으로 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32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2장 33~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는 구주의 권고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구주의 권고에 어떻게응답했는가?

•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예언하셨는가?

이 기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마태복음 26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예언을 들은 베드로가 구주께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응답했는가?

•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가 자기 간증의 굳건한 정도를 어떻게 여겼음을 알
수있는가?

누가복음 22:39~53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시며 많은 피를 흘리시고,
유다에게 배반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가르침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기록이 있다. 이 교재에 실린
마태복음 26장 수업에서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가복음 14장 수업에서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을 다룬다. 누가복음 22장
수업에서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속죄에 대한 이 독특한 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각 기사를 공부하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구주와 사도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
누가복음 22장 39~4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43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누가 힘을 북돋아주었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 진리를 분명히 한다.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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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강화해 주실 수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도움은 대개 천사의 방문 같은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았던 때를
숙고하라고한다.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한 누가의 기록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2장 4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학생들에게
44절에서 다음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실 때 많은 피를 흘리셨다.구주께서 겪으신 고통 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세기 전에 예언되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모사이야서 3:7참조])

학생들이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주께서는교리와
성약 19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교리와 성약 19편 18절을누가복음
22장 44절과 상호 참조하라고 해도 좋다.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9편 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8절에 나오는 묘사에서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에 관하여 어떤 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되었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되었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매우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때, 어떤
생각이드는가?

누가복음 22장 45~48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
가룟 유다에게서 배반당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2장 49~5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요한복음 18:10참조, 이것은 그 종의 귀를 베어 버린
사람이 사도 베드로임을 밝혀 주는 유일한성구이다.)

•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종에게 무엇을했는가?

• 구주께서 그 종을 위해 하신 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놀라웠는가?

누가복음 22장 52~5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에게 왜 자신이 낮에 성전에 있었을 때 체포하지 않고 밤중에
체포하느냐고물으셨다.

누가복음 22:54~71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분을 따라갔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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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베드로,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 프레데릭스보르
성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복사 금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다음 표를 복사해서 조별로 하나씩 준다.(또는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표에 나오는 참조 성구들을 읽고 짝과 함께 도표를

완성하라고한다.

누가복음 22:54~60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22:55~57

누가복음 22:58

누가복음 22:59~60

• 왜 베드로가 이 사람들 각각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2장 61~6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구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가 구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가능하다면,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그림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은
LDS.org에있다.

•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구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베드로의 경험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과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녔지만
아직 완전히 개종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온전히 개종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데
평생을바쳤다.

• 베드로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있는가?

누가복음 22장 63~71절에 대한 요약으로,
대제사장들이 구주를 조롱하고
때렸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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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되게 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하며 수업을 마친다. 그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 중 하나를 이번 주에 행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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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과

누가복음 23장
소개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에게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기소한 범죄에
대해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빌라도는 십자가
형에 처하도록 그분을 넘겨 주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린 한 도둑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분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23:1~25
구주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재판을 받으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둔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말이나 행동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있는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반응했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어 둔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수업을시작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학대받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체포하고
그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했다고 설명한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디바, 충실한
여인들, 로마 군인들,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도둑. 본디오 빌라도는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였다. (침례 요한을 사형에
처하게 한) 헤롯 안디바는 로마 당국의 지배 아래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누가복음 3:1참조)

학생들을 두 명씩 짝지어 주고, 짝과 함께누가복음 23장 1~11절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응답과 헤롯 안디바에게 보이신 반응 간의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한다. 구주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응답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15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말한 바와 같이그러하도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토론해 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응답은 헤롯에게 보이신 반응과 어떻게다른가?

• 빌라도는 주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듣고 왜놀랐겠는가?

• 헤롯은 구주의 침묵에 왜실망했겠는가?

누가복음 23장 12~2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빌라도와 헤롯 둘 다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벌하고
놓아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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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십자가 형에 처하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 (주: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기사는요한복음 18~19장
수업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것이다.)

누가복음 23:26~56
예수께서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누가복음 23장 26~3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 갈릴리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부터 함께 다녔던 많은 충실한 여인들이 그분께서 십자가 형에 처해지는 장소로
이끌려 가시는 동안 그분을 따라가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거절한 탓으로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임박한
멸망을 위해 울라고말씀하셨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3장 32~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또한 그에게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23장 35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학생들에게 34절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이 시점에서 구주의 기도는 왜 그토록 놀라운것인가?

• 남들에게 학대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의미하는가?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학대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보다 용서는 우리를 학대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 어떠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경전 안내서,
“용서하다”, scriptures.lds.org참조)

학생들에게 자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그
일이 단시일 내에 간단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진지하게 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가꾸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성도의 벗, 1991년 11월호, 5쪽)

• 힝클리 회장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제58과

330



학생들에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경험을 말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권유한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한다.

누가복음 23장 35~38절에 대한 요약으로, 유대인 통치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조롱했다고설명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그림을 전시한다.(복음
그림책[2009], 57번; 또한 LDS.org참조)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3장 39~4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을 따라 읽으면서 구주의
양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도둑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두 도둑은 각각 구주를
어떻게대했는가?

• 그 도둑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41절)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의미하겠는가?

• 구주께서는 그 도둑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응답하셨는가?

구주께서 그 도둑에게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경전에서 낙원[paradise]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된다. 첫째, 그것은 침례를 받고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사후에 있을 영의 세계의 평화롭고 행복한 장소를
가리킨다.(앨마서 40:12; 모로나이서 10:34 참조) …

낙원이라는 말의 두 번째 사용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관한 누가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 주님은 강도에게 그분과 함께 영의 세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50~51쪽; 또한
History of the Church, 5:424–25 참조)

•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그 도둑은 죽은 후 어디로 갔겠는가? (영의 세계[앨마서
40:11~14참조])

• 구주께서 그 도둑에게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누가복음
23:43)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모든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다른 경전들을 보면, 영의 세계에서 그 도둑과 그와 같은 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누가복음 23장 43절옆의 여백에
교리와 성약 138편 28~32, 58~59절을 상호 참조 성구로 적어 넣으라고 제언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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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참조 성구
상호 참조 성구란 공부하고 있는 구절에 대한 추가 정보와 통찰력을 더해 주는 참조 성구를
말한다. 상호 참조하기, 즉 연결하기란 학생들이 어떤 경전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조 성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상호 참조
성구는 어떤 경전 구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을 돋우어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이 이미
찾은 진리를 단순히 다른 말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교리와 성약 138편에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주어진 계시가 담겨 있으며, 여기에는
구주께서 영의 세계에 관하여 계시해 주신 진리들이 실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 진리들은
구주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다.

몇몇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38편 11, 16, 18, 28~3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영의 세계에 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가셨을 때 무엇을하셨는가?

• 2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계시는 동안 어디로는 가시지않으셨는가?

•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의인들을 조직하여 사자로임명하셨는가?

• 이들 성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의인들로 구성된
사자들은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한 학생에게 전 지역 칠십인이었던 알랭 에이 페이티용 형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달린 그 도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하시며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범죄자는
복음이 영의 세계에서 자신에게 전해진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좇아 생활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베드로전서 4:6;
교리와 성약 138:18~34 참조) 참으로 구주께서는 자신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크나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0쪽)

• 교리와 성약 138편 29~32절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가?

복음이 그 도둑에게 전해지더라도, 그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38편 58~5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도둑을 포함하여 영옥에 있는 영들은 구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도둑을 포함하여 영옥에 있는 영들은 구속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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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대리로 행해진 성전 의식들을 받아들이는 영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회개하는” 영들은 “[성전]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고]”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며, “[자신의] 상을 받[게 된다.]”[교리와 성약 138:58~59])

• 우리는 그 도둑과 같은 영들이 구속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하고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있다.)

누가복음 23장 44~56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46절)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주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안치했다.

이번 과에서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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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과

누가복음 24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몇몇 여인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알렸다. 여인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제자들은 구주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의심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이후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여 주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당신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

교수 제언
누가복음 24:1~12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무덤에 누이신 예수”영상을 일부분
보여 주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기 전 부분(0:00~2:27)에서 멈춘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있다.

이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께서 안치된 무덤가에 있으며 무덤
앞에서 돌이 굴려 나가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곳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겠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흘 후에 그 무덤에 다시 온
여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그 영상을 보여 주거나 1~4절을 읽게 한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그 여인들은 무덤가에서 무엇을발견했는가?

• 입구가 열려 있는 무덤에 천사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했겠는가?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5~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누가복음 24장 9~10절에 대한 요약으로, 그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누가복음 24:12;요한복음 20:1~4참조)

누가복음 24:13~32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다
학생들에게 이 기사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어떤 복음 개념을 믿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때를
숙고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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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설명한다.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그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약
10~12킬로미터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나온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했던 경험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있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14~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두 제자가 길을 갈 때 누가 동행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누가동행했는가?

•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가리어졌다[holden][16절]라는 단어는
제한된, 또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그리스도”(3:32) 영상을 보여 준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두 제자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분께 무엇을 배웠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이 영상을 보여 주기 전에, 이 영상에 나오는
대화는누가복음 24장 17~33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원할 경우
눈으로 경전을 따라 읽을 수 있다.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면,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이 영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어떤 도구를사용하셨는가?

•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경전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을 때 그 두 제자는
어떤 식으로 감화를받았는가?

• 그 제자들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
관하여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 참됨을 성신이증거하였다.)

예수께서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것보다 경전을 사용하여 가르치신
것으로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겠는지 학생들에게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성신이 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도록 할 수
있다.)

•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있겠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성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던
성구를 찾아 보라고 한다. 그 성구를 소개하고, 그러한 것을 느낌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성구를나눈다.

학생들에게 세미나리 이수를 위해 신약전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신이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강화해 줄 수 있을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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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이 담긴 서표를
하나씩 준다.(또는 학생들에게 빈 서표에 그 말씀을 적으라고한다.)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신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확신, 즉 영에서 영으로 전해 주는 확신을 통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

경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계시이며,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더 받을
것입니다.”(“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4, 35쪽)

한 학생에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개인 경전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키워 줄, 성신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이 목표를 서표 뒤에 적어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그것을 상기할 수 있게 하라고 제언해도좋다.

누가복음 24:33~5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
학생 두 명에게 각자 경전을 가지고 교실 앞으로 나와서 누군가의 집 문으로 다가가는
선교사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다.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한다.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는 시늉을 한다.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보라고 말한다.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말한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아요.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부활해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속 살아 계시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무엇을믿습니까?”

그 두 학생에게 이 질문에 답할 시간을준다.

누가복음 24장 36~39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글자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성구에 대한 배경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설명한다.(누가복음 24:33~35참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구주께서 나타나셨다.(36절참조)

(누가복음 24장 36~39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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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에 참여했던 학생 중 한 명에게누가복음 24장 36~3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글자 그대로 부활하셨으며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자신이 단순히 영이 아니라
육체가 있음을 제자들이 알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상처를 보여 주시는 예수님
그림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복음 그림책(2009), 60번;
또한 LDS.org참조])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역할극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40~4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실재하는(또는 만져볼 수 있는) 부활체임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자신이 부활체임을 보이기 위해 그 외에 무엇을하셨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교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 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진 부활하신
존재이시다.이 교리를 칠판에적는다.)

• 이 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은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고린도전서 15:22 참조) 부활은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을 겪지 않는 완전하고
불멸의 상태로 된 육신과 영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앨마서 11:42~45 참조) …

부활에 대한 이해와 간증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승리를 경험할 때 소망과 안목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의 속죄를 통해 ‘그가 사망의 줄을
끊으시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과 사망의 쏘는 것이 영광의 소망 중에 삼키운
바’(앨마서 22:14)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72~73쪽)

•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견뎌 낼 수 있는 시련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구주께서 부활하셨음을 간증하고 부활에 대한 교리가 왜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44~5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자신이 구주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어떤 가르침이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이
성구들에 나오는 가르침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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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성구 익히기—누가복음 24:36~39
학생들이누가복음 24장 36~39절을 암기하도록 돕기 위해, 반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성구를 한 절씩 지정해 주고, 그룹별로 맡은 절을 함께 암기하라고 한다. 몇 분이
지나면, 그룹별로 맡은 절을 순서대로 암송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그 성구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 몇 차례의 수업 동안 그 성구들을 거듭 암송하게 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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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소개
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가?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 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져 가던 시기에
사도 요한은 구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기록했다. 학생들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포함하여 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고가르친다.

누가 요한복음을 썼는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언급했다.(요한복음 13:23; 19:26; 20:2; 21:7, 20참조)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부였다.(마태복음 4:21참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및 사도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요한복음 1:35~40;
경전 안내서, “요한, 세베대의 아들”, scriptures.lds.org참조)

요한복음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요한복음이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제시된 때는
주후 60년에서 주후 100년까지이다. 주후 2세기의 초기 기독교 저자들은 요한이
소아시아(현대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시사했다.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왜 쓰였는가?
요한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좀 더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성도들을 위해 쓰인 기록이다. 주로 교회를 위해, … 쓰인
복음서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65)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요한복음 20:31)
함이라고 언급했다.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장면들은 바로 그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되고 구성되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John,
Gospel of”)

요한복음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중 약 92퍼센트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이 염두에 둔 독자층은 마태, 마가, 누가가 염두에 두었던 독자층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한이 언급한
일곱 가지 기적 중 다섯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성역에 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언급한 반면, 요한은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교리적으로 풍성하다. 주요 주제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닌 신성, 그리스도의 속죄, 영생, 성신, 거듭남의
필요성, 타인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구주를 믿는 것의 중요성이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닌 신성을 강조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신 것을 100차례 이상 기록했으며,요한복음 14장에서만 20차례 이상
언급되어 있다. 요한이 기여한 주요 공헌 중 하나는 구주께서 체포되기에 앞서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에는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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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셨던 밤에 드린 위대한 중보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기록은(요한복음 13~17장) 요한복음의 전체 분량 중 18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구주의 교리와 그분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있다.

개요

요한복음 1장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에 지녔던 신성과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증거하다.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와 몇몇 제자들의 부름을기록하다.

요한복음 2~4장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다. 또한 니고데모에게
영적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다.
예수께서 한 고관의 아들을고치시다.

요한복음 5~7장구주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다리 불구자를 고치시고 자신의 신성한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로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신이 메시야임을 밝히시며, 초막절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선언하시다.

요한복음 8~10장예수께서 음행 중에 잡혀 온 여인이 겪는 일을 통해 연민과 회개에 대해
가르치시다. 그리고 자신을 위대한 자존자, 즉 여호와임을 밝히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을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묘사하시다.

요한복음 11~13장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자신의 권능을 증명해 보이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라고가르치시다.

요한복음 14~16장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 간의 관계를 가르치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보혜사(성신)를 보내어 개인적으로 성역을 베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다.
그리고, 자신이 참포도나무이며 세상을 이기었다고말씀하시다.

요한복음 17~19장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다. 그런 후에 배반당하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신 후, 사망하여매장되시다.

요한복음 20~21장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후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그들을 인도하라고명하시다.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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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장
소개
사랑받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에서 하셨던
역할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을 기록했고, 침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그분께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유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1~18;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1~19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한 장을 칠판에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 각 조에서 한 학생에게 자신의
짝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해 1분
동안 가르쳐 보라고 한다. 활동을 마친 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학생 몇
명에게 자신이 짝에게서 배운 것을
반원들과 나누어 달라고한다.

요한복음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요한이 기록한 기사들의 많은
부분은 그가 직접 목격한 일들을 기술한
것이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세 복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야와 구주로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한은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기록했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장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강화할 수
있는 구주에 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2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찾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이 진리를 칠판에 전시되어 있는 구주의 그림 가까이에적는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태초에”라는 문구는 전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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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장자인 영이셨으며[교리와 성약 93:21참조], “세상이 있기 전에” 모였던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고[아브라함서 3:22~24],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분[모세서 4:2참조]이셨다.)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학생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주요 경전 구절을 익히면서 기본 교리를
배우게 된다. 교사는 기본 교리에 초점을 맞추느라 순차적인 경전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 과정을 공부해 가면서 기본 교리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내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된 신회의 교리를 강조할 수 있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3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 진리를 하나 더
찾아보게한다.

•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이 진리를 칠판에 전시한
구주의 그림 가까이에적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한다.(모세서 1:33참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 창조”만큼은 직접 수행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모든 영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아담과 이브의 육체를 창조하셨다.(Bruce R. McConkie,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63; 또한모세서 2:27참조)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4~5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요한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묘사했는가?

• “그 안에 복음이 있었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의화신이셨다.)

• “빛이 세상에 비치되 세상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라”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5)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에 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6~10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9~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교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이 진리를
칠판에 전시한 구주의 그림 가까이에적는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신가? (교리와 성약 88:5~13참조)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1~18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 대한 요약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불멸과 영생을 얻게 되리라
증거했다고설명한다.

제6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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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과 16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칭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경전의 여러 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칭호라고 설명한다.(요한복음 1:1,
14;요한1서 1:1;요한계시록 19:13;교리와 성약 93:8~10;모세서 1:32참조)

우리는 생각과 느낌,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고설명한다.

• 어떤 점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절한 칭호가되는가?

또한 조셉 스미스 역이 없었다면,요한복음 1장 18절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말로 잘못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9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9절은요한복음 1장 18절을 어떻게 명확히
밝혀주는가?

이번 수업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위해 지어 주었던 짝 그대로 다시 짝을 이루게 한다.
조별로 학생 한 명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1~19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서
찾은 교리들을 사용하여, 짝에게 1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보게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들을 아는 것이 왜중요하겠는가?

요한복음 1:19~34;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20~34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침례를 베풀다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20~28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 대한 요약으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을 그에게 보냈다고
설명한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주실 메시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튿날, 침례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님을 보게되었다.

한 학생에게 일어서서 자신이 마치 침례 요한인 듯이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29~33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칠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거기에 적은 진리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29~33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다른 진리나 서술을 더 추가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했다고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35~51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권유하시다
학생들에게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한 어느 십 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안다고 간증하는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 청소년은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는지”가궁금하다.

•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대답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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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요한복음 1장 35~51절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증거를
얻기(또는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35~37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베푼 다음 날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38~3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질문을하셨는가?

•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 예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권유하셨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40~42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안드레가 “와서 보라”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안드레는 “와서 보라”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메시야,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셉 스미스 역,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가 “게바”라고 불릴 것이며, “게바는 번역하면선견자또는
돌”(경전 안내서에 있음)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말은 베드로가 교회의
선견자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 좋을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장 43~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빌립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45절에서, 빌립이 자신을 따르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얻었음을 나타내는 말은무엇인가?

• 그런 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어떤 권유를했는가?

학생 세 명에게요한복음 1장 47~5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한 명에게는
해설자가 되어 달라고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나다나엘의 말을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인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이 기사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우리 필멸의 삶의 본질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구주의 지상
성역의 시작이 된, 이 간단한 두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든지 그분의 응답은 항상 같습니다. ‘[오라.]’ 그분은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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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와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선 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보라.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이야기하며, 믿으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네 기도에 응답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쉼을 가져다주리니.”(“주리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5쪽)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을 따랐을 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간증이커졌는가?

학생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구주의 권유를 좀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몇 문장으로 적어 보라고한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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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누가복음 18장~요한복음
1장(12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누가복음 18장~요한복음 1장(12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용도의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누가복음 18~21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 및 세리들에 대한 비유를 공부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한
맹인 및 삭개오에 대해 읽었다. 학생들은 이 기사들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의 자비를 받을 수 있음을 배웠다.

둘째 날(누가복음 22장)
학생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고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구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으신 기사를 읽으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실 때 많은 피를 흘리셨다.

셋째 날(누가복음 23~24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매장되고, 부활하신 기사를 읽었다. 그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로 된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신다.

넷째 날(요한복음 1장)
학생들은 사랑받는 자 요한의 말씀과 침례 요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분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일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때 그분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것임을 배웠다.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성신이 임하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부활하신
존재임을 배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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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누가복음 24:13~32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다
학생들에게 어떤 복음 개념이 참된지를 알고자 애썼던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한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약
10~12킬로미터를 걸어갔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했던 경험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것이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14~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두 제자들이 걸어가는 동안 누가 그들과 동행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동안 누가 그들과동행했는가?

•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가리어졌다[holden]라는 단어는 제한된, 또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17~3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두 제자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분께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여러분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경우,누가복음 24장 17~33절을 읽는 대신에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그리스도”(3:32)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두 제자가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각자 경전을
따라 읽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 주기 전에 이 영상에 나오는 대화는누가복음 24장
17~33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이 영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며 가르친 가르침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누가복음 24장 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가르치셨는가?

•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는가? (경전)

• 32절에서, 그 제자들이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 관하여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 참됨을 성신이증거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것보다 경전을 사용하여
가르치신 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겠는지 학생들에게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 이 성구들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작용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도록 성신을 초대할 수 있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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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성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던
성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 성구와 어떤 작용을 느꼈는지 나눠 달라고 한다.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성구를나눈다.

학생들에게 세미나리 이수를 위해 신약전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신이 임하여
구주에 대한 간증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상기시킨다.

가능하다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다음 말씀이 담긴
서표를 하나씩 준다. 또는 학생들에게 서표로 사용할 수 있는 빈 종이나 두꺼운

종이에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한다. (이 수업에 대한 온라인용 교재에는 다수의 서표가 담긴
PDF가 있어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있다.)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신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확신, 즉 영에서 영으로 전해 주는 확신을 통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

경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계시이며,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더 받을
것입니다.”(“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4~35쪽)

한 학생에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개인 경전 공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성신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키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이 목표를 서표 뒤에 적어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그것을 상기할 수 있게 하라고 제언해도좋다.

누가복음 24:36~39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험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설명한다.(누가복음 24:33~35참조)

반원들에게누가복음 24장 36~39절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구절을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그 두 제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두 제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상처를 보여 주시는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60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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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는 자신이 단순히 영이 아니라 육체가 있음을 제자들이 알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하셨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교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 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신,
부활하신 존재이다.이 교리를 칠판에 적는다. 또한교리와 성약 130:22참조)

몇몇 학생들에게 구주의 부활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왜 이 교리가 자신에게 중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그들에게 12단원: 셋째 날 과의 과제 3에 대해 경전 학습 일지에
적은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간증한다.

다음 단원(요한복음 2~6장)
학생들에게요한복음 2~6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수께서 공적으로 베푸신 첫 기적은 무엇인가? 그 기적은 그분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왜 그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야임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알리셨는가? 그분은 이 여인에게 그녀의 삶에 관하여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드러내셨는가? 왜 구주께서는 스스로를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언급하셨는가? 학생들은 또한 위엄과 권능으로 성역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읽게 될것이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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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2장
소개
구주께서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상
성역 기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환전상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2:1~11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들, 즉 학교 첫날, 첫 직업, 또는 성신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때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과 그 밖의 “처음 일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까닭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2장 1~11절을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지상 성역 기간에 행하신
기록상의 첫 기적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기록상의 이 첫
기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라고한다.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 나사렛
부근의 동네인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혼인 잔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혼인 잔치 중에 어떤 문제가생겼는가?

포도주는 혼인 잔치에서 관례적으로 마시는 음료였다고 설명한다. 때로 혼인 잔치는 여러
날에 걸쳐 계속되기도 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 입장에서
난처한 일이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잔치를 베푸는 가족이
곤혹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그 잔치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존경심과 동정심이묻어났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관련해서 다음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을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여자여,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그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이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이니이다.”

•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떤 말로응답하셨는가?

• 예수님은 응답에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어떻게 보여 주시는가?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하셨다. 예수님 시대에 “여자”라는 말은 공손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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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약전서 시대의 석회석 항아리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예수님 시대에 돌로 만든 항아리는 종교 의식 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깨끗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런 돌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례는 유대인의관습이었다.

• 하인들은 그 돌항아리들을
얼마만큼채웠는가?

학생들이 그 돌항아리들에 담긴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1리터를
담을 수 있는 입구가 트인 용기를 하나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한 “통”은 약
34리터였으므로, 여섯 항아리에는 약
380에서 600리터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용기에 물을채운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말할 때, 컵 하나를 물이 담긴 그 용기에 넣었다가
위로 들어올린다.

• 여러분이 그 하인들 중 한 명이라면, 컵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들었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연회장이 자신에게 가져온 그 음료를 맛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 물에 무엇을행하셨는가?

• 연회장은 새로 나온 그 포도주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대개 잔치 초반에는 최상의
포도주를 대접했으며 후반에는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놓았다고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지상 성역 기간에 베풀었던 기록상의 이 첫 기적에 대해 어떤 의미나 상징이
담겨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설을 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신 기록상의 첫 기적에 대한 이 기사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배울 수있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별로요한복음 2장 1~11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를 종이에 최대한 많이 적으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명씩 자신의 그룹에서 찾은 진리들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서기 역을 해 달라고 한다. 그 서기에게 학생들이 말하는 각각의 특별한 진리를 칠판에
적으라고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찾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다.예수 그리스도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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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원소를 다스릴 권능이 있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성취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
있음을 아셨다. 메시야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권능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존경하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칠판에 열거한 학생들이 찾은 진리 중에서 다음 진리에 동그라미를 친다.예수
그리스도께는 물질적인 원소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주:학생들이 이 진리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을추가한다.)

• 예수께 물질적 원소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해주는가?

• 우리가 신약전서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질적 원소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 밖의 기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에는 다음 기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떡과 물고기에 대한 두 가지 기적[오천 명:
마가복음 6:33~44, 사천 명:마가복음 8:1~9],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마가복음
4:35~41], 물 위를 걸으심[마태복음 14:22~33])

요한복음 2:12~25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집 밖에서 했던 놀이들을 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몇
가지 놀이를 말하고 나면, 다음 질문을한다.

• 이런 놀이가 무해하고 재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전 경내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마음이편하겠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요한복음 2장 12~17절을 읽으라고 한다. 읽으면서,
조별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토론하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1.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발견하셨는가?

2. 여러분은 왜 예수께서 마음이 상하셨다고생각하는가?

3. 예수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하셨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51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하고, 몇몇 조에게 그들의 답을 말해 보라고 한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수천 명의 방문객들은 경배의 일환으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동물들을 사야만 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전상들은
방문객들이 희생 동물을 살 수 있도록 로마 화폐나 그 밖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었으며, 그 외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았다. 이런 장사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런 장사를
성전에서 하는 것은 불손하고 불경한일었다.

• 16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묘사하신 말씀으로부터 성전과 관련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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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가?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다음 개념이
그에 포함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분의 면전 또는 영을 느낄
수도 있으며, 구원 사업에 관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곳이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가장
거룩한 예배장소이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학생들에게 교리와 원리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그것들을 현대의 상황에 비유해 보게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리와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찾은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리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참됨과
중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예수께서 성전이 거룩한 곳임을 아셨기 때문에 환전상과 그 외
상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려는 결정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같이 격렬한 행동을 보이게 된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집은 경건한 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위로해 주는 위로의 집이며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은 그분의 영혼에서
불을 밝혔으며 그분의 말씀은 칼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79쪽)

•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경건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는 … 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경건을보인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나눈다. 그룹별로 종이에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적으라고 한다. 일이 분을 준 후, 한 그룹에게 자신들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말해 달라고 한다. 그 그룹이 발표하는 동안, 다른 그룹들에게는 자신들이 열거한 것
중에서 똑같은 것이 나오면 그 옆에 표시를 하라고 한다. 그런 후, 또 다른 그룹에게
자신들이 열거한 것 중에서 앞의 그룹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말해 달라고 한다. 모든
그룹이 발표할 때까지 이 과정을반복한다.

• 우리는 성전에 있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성전에 대한 경건을 보일 수있는가?

각 학생에게 성전에 대한 경건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전에 대한 경건을 보이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목표를 적으라고 한다. 그
목표를 실천하라고격려한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에 대해간증한다.

성구 익히기 복습
이 활동은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소개하거나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성구 익히기
카드를 몇 장 골라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해 둔다. 각 학생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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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구를 두세 개 가질 수 있도록 카드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각 카드에 있는 성구 익히기 구절, 출처, 핵심 단어, 배경, 교리
또는 원리, 적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시간을 준다. 카드에 나오는 단서를 말해
준다.(예를 들면, 성구 익히기 구절에 나오는 단어나 핵심 단어, 배경, 교리 또는 원리, 적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가진 학생들이 일어나서 성구 익히기 구절의 출처를
소리 내어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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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과

요한복음 3장
소개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께 찾아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셨다. 이후,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본인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3:1~21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들을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다음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어느 날 그들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명이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이 친구에게 어떤 대답을 해 줄 것인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시작할 무렵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설명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서 그분을
믿었다.(요한복음 2:23~25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3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유대인의 지도자”(요한복음 3:1)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고 설명한다.
산헤드린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통치 의회로, 유대인의 민사와 종교적
사안을 주로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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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다

• 니고데모는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2절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알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2절)임을 니고데모가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를 원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요한복음 3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3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가르치셨는가?

• 니고데모는 구주께서 언급하신 “거듭[난다]”(3절)는 문구가 어떤
의미라고생각했는가?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것”(경전
안내서,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scriptures.lds.org; 또한모사이야서 5:2;앨마서
5:14~15;모세서 6:59참조)이라고설명한다.

• 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가르치신 두 가지는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 영적으로 거듭나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가르치는 바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학생들의
말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앞서 나왔던 시나리오에서 한 친구가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역할을 맡으라고 한다. 그 짝에게는요한복음 3장
5절을 사용하여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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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3장 6~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께 여쭈었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자 교사인 그가 영적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물으셨다.

요한복음 3장 13~21절에는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적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신 내용이 나온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3장 13~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구주께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증거하셨다.)

모세와 놋뱀(복음 그림책[2009], 1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묘사하는 경전
이야기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모세 시대에 주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다고
설명한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에 중독되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리라 명하시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민수기 21:4~9참조)

• 요한복음 3장 1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했다고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복음 그림책[2009],
57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 15절에 따르면, 구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오는가?

• 이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강조해야
한다.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3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도록 아들을보내셨는가?

• 이 성구들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대답에 쓰인
표현이 어떻든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야 한다.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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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게 하셨다.이 교리를 칠판에 이미 열거한 교리들에추가한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방법이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무한하고 온전한 힘을 보여 준 가장 훌륭한 증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16절에서] 선언했습니다 … 아들을 보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무한한 고통을 겪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사랑과 율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쪽)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겪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드는가?

• 요한복음 3장 16~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속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추가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여],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칠판에 열거한 진리들을 다시
살펴보라고한다.

• 이 진리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속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간증한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나는 …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겠다.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3:22~36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다
물이 가득 담긴 투명한 용기를 하나 전시한다. 그 물에 식염 색소를 한두 방울떨어뜨린다.

• 식염 색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어떻게 비유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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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영향력을 미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227쪽)

“우리의 언행이 미치는 영향은 이 세상에서 지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온 세상의
삶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27쪽)

학생들에게요한복음 3장 22~36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3장 22~26절에 대한 요약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걱정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3장 27~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했던 바를 찾아보라고한다.

• 침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제자들이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랐는가? (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분에 앞서
보내진사람이었다.)

• 침례 요한은 어떤 비유를 사용하였는가?(29절)

신랑은 예수님을, 신부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신랑의 친구는 침례 요한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절)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침례 요한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침례 요한이 할 수 없었던 무엇을 하실
수있었는가?

•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침례 요한의
모범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 진리를 확실히 해 둔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 사람들이 구주께로 향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였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하라고한다.

요한복음 3장 31~36절에 대한 요약으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말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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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요한복음 3:5
학생들이요한복음 3장 5절을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성구에 나오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첫 글자를 사용하여 성구를 소리 내어
말하고 필요하면 그 성구를 참조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한다. 학생들이 첫 글자를 사용하여
그 성구 전체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들에게 그 성구를 외워서 암송하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 며칠 동안 수업을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학생들에게 이 경전 구절을 암송하는
연습을 시킬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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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4장
소개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가르치셨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후에 예수께서는 어느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4:1~42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쓴다.

이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흙, 철, 석탄, 석유, 금,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그림을 전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금이나 기름 또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가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광물이나 금속, 보석 또는 용제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입니다.”(“생수의 보고”,[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7년 2월 4일], 1쪽, lds.org/broadcasts)

깨끗한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을 하나전시한다.

• 깨끗한 물은 왜 그토록 귀중한가? (학생 한두 명에게 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물을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어느 지역을 지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개요” 도표(제5과에 나옴)에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거나 성경 지도 11, “신약 시대의 성지”에서 그 세
지역을 찾아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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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지 않고 그곳을거쳐서가신 것은
왜 중요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보다는 그 지역을 둘러서 갔다.[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77쪽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6~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르셨을 때 한 여인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청하셨는가?

•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왜놀랐는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복음
그림책[2009], 3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0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1절에 따르면,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신 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자신이 언급한 물에 대해 뭐라고말씀하셨는가?

한 학생에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생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육신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하듯 구주와 그분의 교리,
원리 및 의식은 영생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 그분의
생수가 필요하며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충분한 생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생수의 보고”, 1쪽)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생수는 무엇을나타내는가?

전시해 둔 물컵에구주와 그분의 복음이라고 적은 라벨을붙인다.

• 물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 되는 이유는무엇인가?

• 여러분은 14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는 찾아내야 한다.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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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진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취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15~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여인이 예수께 무엇을 요청했으며 구주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5절에 따르면,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요청하였는가?

예수님의 대답으로 여인은 그분이 말씀하신 생수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설명한다.

• 17~18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이 여인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드러내셨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이 의미 있고 영속적인 결혼 관계를 찾으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자신의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순결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계셨음을 시사한다고설명한다.)

• 자신에 대해 외부 사람은 알지 못할 자세한 내용을 예수께서 언급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들었겠는가?

• 구주의 말씀은 여인이 그분이 제시한 생수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 이 성구들에서 구주에 대하여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

•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했는가?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리심 산이 있다고 설명한다. 구주의 지상 성역 수 세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예배 장소로 선택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의식을 집행할 신권 권세가 없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많은 가르침을거부했다.

몇몇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4장 26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포함하여
요한복음 4장 21~2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예배하는가?

•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축복이오는가?

•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서 표시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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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적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승인된
방법으로 경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짓
신을 섬긴다면 그러한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

참되고 완전한 경배란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나
설교나 찬송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분[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성도의 벗, 1972년 10월호, 32~33쪽)

• 맥콩키 장로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의미하는가?

•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했을 때 축복을 받은
적은언제인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학생들이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침묵에 난처해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 성신께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예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25~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그 여인에게 무엇을
밝히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에 대해 무엇을밝히셨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27~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여인이 구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여인은 구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무엇을했는가?

• 그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었음을 암시하는 어떤 말을했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31~37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제자들이 그분께 음식을 드시라고 하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살아간다고 가르치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풍성한 기회를 알아보라고하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4장 39~4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여인의 간증이 동네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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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인의 간증은 동네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 42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말했는가?

구주를 알게 되고 그분의 생수를 취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간증한다.

요한복음 4:43~54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요한복음 4장 43~4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가르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으며,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설명한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4장
46~54절을 조용히 읽고 유인물에 나오는 각 질문에 답하라고한다.

요한복음 4:46~54
1. 누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는 구주께 어떤 축복을 구했는가?
2.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그분은 왜 이 사람이 구하는 축복을 주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3. 이 사람은 자신이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이 아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4. 51~53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졌는가?
5. 이 사람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답을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왕의
신하의 경험에서 배운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 진리를 찾도록 돕는다.표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실것이다.

• 표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중요한가?

•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줄 증거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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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과

요한복음 5장
소개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로 추측되는) 축제에
참석하셨으며, 베데스다 못에서 한 병자를 치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한다고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다. 또한 자신의 신성을 증언했던
목격자들을 언급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5:1~3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병약한 사람을 고치시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시다

깨진 항아리나 접시 그림을 전시한다.(또는
깨진 접시 그림을 칠판에 그릴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뭔가 중요하거나 귀중한 것을
깨뜨린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중요하고도 큰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직면하는 도전들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깨져 버린 것 같거나 거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있다.

• 누군가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깨진 존재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5장 1~9절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깨진 것처럼 여겨질 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요약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로 추측되는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성전 근처에 있는 못으로가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5장 2~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못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데스다 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혈기
마른 사람[3절]은 아프거나 아주 약하거나 어떤 면에서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말해준다.)

•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곳에는 간혹 못으로 흘러들어
와서 수면에 거품을 일으키는 광천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이 사람들의 병에 어느
정도 효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Bethesd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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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베데스다 못은 광천이었으며, 그 물은 어느 정도 치료에
효험이 있었다.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출렁이게 하고 나서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그런 종류의 관념은 순전히
미신이었다.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1965–73],
1:188)

•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믿음에 대해
맥콩키 장로는 어떤 가르침을주었는가?

• 여러분은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된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의 광경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5장 5~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그 못 가까이에 누워 있는 누구를
보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베데스다 못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복음 그림책[2009], 42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 이 성구들에는 구주께서 보신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어있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5장 8~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9절)라는 문구에 표시를 해둘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칠판에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쓴다.베데스다[Bethesda]라는 단어는 “자비의 집”(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Bethesda”참조)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정의를 칠판에 적은베데스다옆에 쓴다. 자비란 동정심이나 친절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 가장 위대한 자비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속죄였다.

• 특히 구주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로,베데스다는 왜 이 장소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라 할 수있었는가?

• 어떤 점에서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이 사람과 같을 수있는가?

• 구주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학생에게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감리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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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던 절름발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자신보다 더 강한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요한복음 5:1~9 참조) 우리도 비통함과 슬픔과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기적에 의지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를 통해 상한 마음은 치료받게 되고
평안이 근심과 슬픔을 대신하게 됩니다.”(“내부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권능”,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13쪽)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현세에서 혹은 내세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 구주의 속죄를 통해 자비와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깨진 것처럼
여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자비, 연민으로 도움을 받았던 일을 목격했거나
그렇다고 느꼈던 때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나는 구주께서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임을 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말해 달라고한다.

요한복음 5장 10~16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보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한복음 5:14)라고 권고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주를
박해했으며 그분을 죽이고자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5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 사람을
고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런 후
구주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가르치셨다.

• 18절에 따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고믿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구주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짝과 함께요한복음 5장 19~22,
26~27, 3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그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요약하기 위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신다.구주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신다고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한
대표자가 되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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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5:31~47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언한 수많은 목격자들에 대해 가르치시다
알맹이와 껍질이 그대로 있는 작은 견과 하나를 교실에 가져온다.(작은 완두콩 꼬투리를
사용해도 좋다.) 이 견과를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손에 쥐고 있는다.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는 뭔가를 쥐고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그 말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한 학생에게 그
물건을 보게 될 학생을 몇 명 선택하라고 한다. 그 학생들에게 그 물건을 보여 주며,
여러분의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 증언해 달라고한다.

• 어떤 주장과 관련된 증인이 한 사람 이상일 때, 그 진실성은 어떻게 더강해지는가?

반원들에게 그 견과를 보여 주고, 그 알맹이가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5장 3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자신이 직접 증언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31절과 32절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 준다고 설명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라. 이는 나 혼자만이 아니나니”(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5:32–33) 구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 외에도 다른 증인들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라고설명한다.

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요한복음 5:32~35;요한복음 5:36;요한복음 5:37~38;
요한복음 5:39;요한복음 5:45~47.각 참조 성구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에게
배정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 다른 증인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은 것을 칠판에서 자신이 배정받은 참조 성구 옆에
적으라고 하여, 이 증인들에 대한 열거 목록을 만들게한다.

열거 목록 작성하기
열거 목록이란 일련의 연관된 개념이나 가르침들을 말한다. 경전에서 이런 열거된 개념이나
가르침들을 찾아보면 여러분과 학생들은 경전에 강조된 핵심을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39절에서, 예수께서는 경전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라고 말씀하셨음을주목한다.

•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그릇된 믿음을 지적하고 계셨는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단순히 경전 연구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음을 설명한다.
그들은 경전의 목적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경전을 연구해 보아라. 이는 경전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니라.”)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5장 4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대인들은 경전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하기를거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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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 합당한 가족들과 함께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임을상기시킨다.

•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것이다.)

•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데필수적인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증인들은 누군가를 구주께로 나아가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인 중 하나가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온전히 구주께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숙고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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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6장
소개
기적적으로 오천 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다음 날,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을
따르던 이들 중 일부는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갔다. 그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간증을 전했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6:1~21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다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시고(요한복음 5장참조) 갈릴리로
돌아오셨으며, 이곳에서 그분과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마태복음 5~13참조)고 설명한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기적적으로 오천 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셨다.(요한복음 6:1~13참조)

빵 한 덩어리를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구주께서 떡 다섯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사를 요약해 보게한다.

•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들었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자했는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야, 즉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구전되었었다는 것을설명한다.

• 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왕이 되는 대신
무엇을하셨는가?

•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않으셨는가?

요한복음 6장 16~21절을 요약하기 위해,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보내셨으며, 이후 밤에 제자들이 파도와 바람에 맞서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배로 영접하고 “곧”(21절)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필멸의 삶이라는 싸움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구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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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6:22~59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시다
요한복음 6장 22~25절에는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람 중 많은 이가 그분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간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6장 26절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26~27절 문장을 읽으라고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도 아니며, 다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구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분을 찾아다녔는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음식을 얻으려고 그분을 따라갔음을암시한다.)

•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말씀하셨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27절)은 구주의 복음이 지닌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설명한다.

• 이 성구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28~3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야임을 더 확실히 입증하시도록 사람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했는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하늘에서 … [온]
떡”[31절]이었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 그 전날에 하신 일을 고려해 볼 때, 이 요구는 그 무리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무리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있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32~3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가르치셨는가?

학생들에게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에 표시하라고 제언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을 달도록 권유하기
학생들에게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을 달도록 권유하면, 그들은 배우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표시한다는 것은 핵심어나 성구에 밑줄을 치거나 음영을
넣거나 윤곽을 그려서 나타내거나 두드러지게 하거나 눈에 띄게 하거나 주목을 끌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주석을 단다는 것은 설명이나 해설을 써 넣는 것을 뜻한다.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을 달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어떤 점에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떡에 비유할 수있는가?

제65과

372



•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리지 아니할” (35절)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35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 주실 것이다.학생들에게 이
원리를요한복음 6장 35절옆 여백에 적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쓴다.

우리는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나아간다.

그분은 …함으로써 우리를 키워
주실것이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와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 주시는 방법들을 짝과 함께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하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반원들이 35절에서 찾은 원리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주께
나아가 영적 양분을 받았을 때 들었던 느낌에 대해 몇몇 학생의 발표를 들어 보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요한복음 6장 36~47절에 대한 요약으로, 일부 사람들은 구주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가르치시자 그분에 대해 수군거렸다고설명한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하나 더 찾아내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빵을 한 조각씩 준다. 그들에게 빵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맛이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이 빵의 냄새를 맡고, 맛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고,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빵의 영양분을 얼마나 잘 취할 수있겠는가?

• 여러분은 빵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49~5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실 앞으로 나왔던 학생들이 빵과 관련해 했던
경험은 구주께서 이 성구들에서 가르치신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생명의 떡은 일상의 떡과 어떻게 다른가?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를 채워 줄 수 있는
떡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축복을주신다.)

51절에 나오는 다음 문구를 언급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이니라”

• 구주께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내주셨는가?

• 53~5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치셨는가?

구주께서는먹고마신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이 구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그 빵을 먹으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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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먹을 때, 그 빵과 그것의 영양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타민과 영양소는
몸의 일부가 되어, 힘을 내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구주께서 이후에 제정하실, 성찬을 취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있다.)

• 54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즉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즉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숙고하라고 한 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말해 달라고한다.

•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가?
(가능한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의롭게 생활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358]참조)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56~5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찾은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구주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가 좀 더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속죄나 그분의
가르침 중 하나를 어떻게 더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요한복음 6:60~71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간증하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계속할 것인가, 중단할것인가?

학생들에게 뭔가 어려운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선택해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한두 학생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도있다.

예수께서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설교를 전하시자, 그분의 제자들은 그와 유사한 결정을
해야 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60, 6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다수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예수님의 제자 중 다수가 그분을 따르기를 중단했는가? (“말씀[이]
어렵도다”[60절]라는 문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따를 수가 없다고
느꼈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어려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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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하셨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68~6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시몬 베드로가 구주께 어떻게 응답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베드로의 대답에서, 구주를 따르거나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충실히 남을 수 있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간증이 있으면, 구주를 따르거나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구주에 대한 굳건한 간증은 복음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충실히
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 지인의 경험도좋다.

학생들에게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에 의지하라고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굳건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그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간증을 강화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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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2~6장(13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복음 2~6장(13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용도의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복음 2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에 대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질적 원소를 다스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구주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셨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사를 공부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임을 배웠다.

둘째 날(요한복음 3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가르침으로부터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게 하셨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침례 요한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날(요한복음 4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가르침을 읽으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진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취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공하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넷째 날(요한복음 5~6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어느 병약한 사람을 치유하신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구주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신 기사에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간증은 구주를 따르거나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배웠다.

소개

기적적으로 오천 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다음 날,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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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요한복음 6:22~59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시다
빵 한 덩어리를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구주께서 떡 다섯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사를 요약해 달라고한다.

•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들었겠는가?

요한복음 6장 22~25절에는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람 중 많은 이가 그분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간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도
아니며, 다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6:26) 필요하다면, 영문 성경에서의 meat라는 단어는요한복음 6장
27절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서 ‘양식[food]’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해 준다.
또flesh는 ‘고기[meat]’, 즉 ‘살’을 나타내는 단어로쓰였다.

• 구주의 말씀에 따르면, 왜 이 사람들은 그분을 찾아다녔는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음식을 얻으려고 그분을 따라갔음을암시한다.)

•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말씀하셨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요한복음 6장 27절)은 구주의 복음이 지닌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28~3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더 확실히 입증하시도록 그분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했는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제공하신 “하늘에서 … [온]
떡”[31절]이었다고 설명한다.출애굽기 16:14~15, 35참조)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32~3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표적을 보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여
구주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만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가르치셨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에 표시하라고 제언할
수도있다.

• 어떤 점에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떡에 비유할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리지 아니할” (요한복음 6:35)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답으로는 그분이
그들을 영적으로 키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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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 주실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쓴다.

우리는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나아간다.

그분은 …함으로써 우리를 키워
주실것이다.

반원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와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 주실 방법들을 짝과 함께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하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들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구주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영적 영양분을 얻었는가에 관해 몇몇 학생의 발표를 들어 보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하나 더 찾아내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빵을 한 조각씩 준다. 그들에게 빵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맛이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이 빵의 냄새를 맡고, 맛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고,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빵의 영양분을 얼마나 잘 취할 수있겠는가?

• 빵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49~5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실 앞으로 나왔던 학생들이 빵에 대해 했던 경험은
구주께서 이 성구들에서 가르친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생명의 떡은 일상의 떡과 어떻게 다른가?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를 채워 줄 수 있는
떡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축복을주신다.

• 53~5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치셨는가?

구주께서는먹고마신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이 구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그 빵을 먹으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 빵을 먹을 때, 그 빵과 그것의 영양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타민과 영양소는
몸의 일부가 되어, 힘을 내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구주께서 이후에 제정하실, 성찬을 취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있다.)

• 요한복음 6장 54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즉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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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즉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글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나오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하나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글자
그대로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을 입은 자녀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회에
가입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견딤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따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승영을 뜻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358)

• 맥콩키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했는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6장 56~5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어떻게 그분들처럼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찾은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구주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가 좀 더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설명한다.

요한복음 6장 59~6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는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갔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속죄나 그분의
가르침 중 하나를 어떻게 더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다음 단원(요한복음 7~10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자 그녀를 죽이고자 했던 군중이 해산하였는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맹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지 상상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후 멀어 버린 눈이 치유되어 처음으로 보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물어본다. 학생들은 신체적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 시력도 얻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은 맹인에 관하여 읽게 될 것이다.
또한 왜 구주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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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과

요한복음 7장
소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셨다.
그분은 성전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물과 빛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또한 그분은
성신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7:1~13
예수께서 초막절에 참여하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예수님에게는 형제자매가있었는가?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 예수님과 같은 가정에서 그분과 함께 양육받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부 형제자매들이었다.(마태복음
13:55~56참조)

• 예수님과 같은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자란다면 그분을 믿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않은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요한복음 7:3, 5) 중 일부가 그분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형제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부 형제들을
가리킬 것이며, 또한 다른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도있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7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5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복음에 담긴 구원의 권능에 대한 간증이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그들이 같은 가정에서 자라며 요셉과 마리아의 자애로운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역, 기적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들은 이 시점까지는 아직 그분을 메시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나중에 개종한 것이 분명하다.(사도행전

1:14)”(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437)

• 예수님의 가족 중 일부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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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초막절 축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요한복음 7:2참조) “가장 성대하고 가장 즐거운 축제로”(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Feasts”) 여겨진 이 8일 간의 축제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임시로 지은
오두막, 즉 초막에 살며 체류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던 축복들을
기념했다.(레위기 23:39~43참조) 유대인들은 또한 그해에 수확한 과실과 곡식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경축했다.(출애굽기 23:16참조)

맥락과 내용 이해하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중 한 가지는 경전 구절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맥락이란 특정한 성구, 사건, 또는 이야기를 둘러싼 상황이나 배경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내용이란 본문에 나오는 줄거리, 인물, 사건, 설교, 그리고 영감에 찬 설명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학생들이 경전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원했는가?

요한복음 7장 6~1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그 축제에 가는 것을 지체하셨으나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가도록 권하셨다고 설명한다. 축제가 시작된 후, 예수께서는 은밀히
그곳에 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했으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때문이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7장 11~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있었는가?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복음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7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7:14~36
예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7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성전은
초막절 기간에 거행되었던 여러 축하 행사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하면 도움이 될것이다.

•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 왜 유대인들은 놀랐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7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훈, 즉 가르침이 참된지 여부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누구로부터받으셨는가?

•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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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해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교리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다.학생들에게 17절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해 두라고
제안해도좋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복음 원리들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그 원리들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도의 효과에 대한 간증은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얻게 됩니다. 십일조에 대한 간증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얻게
됩니다.”(“[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2쪽)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간증을 얻고
개종했다.(사도행전 1:14참조)

•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찾은 원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한 간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이 친구를 돕기 위해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찾은 원리를 있는 어떻게
활용할 수있겠는가?

학생들이 위에서 찾은 원리를 증거하고 그 참됨과 중요성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다음
글을 보여준다.

나는 ____________________이/가 참됨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____________________을/를 얻었기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그대로 생활하려 노력함으로써 참됨을 알게
된 복음 계명이나 원리에 대해 수업 공책 또는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반원들에게 발표하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더 강한 간증을 얻고 싶은 복음 진리, 계명, 또는 가르침을 적으라고 한다.
또한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배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 진리, 계명, 또는 가르침에
대한 더 큰 간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으라고한다.

요한복음 7장 19~36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기적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진정 메시야이신지를 궁금해했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관리들을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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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7:37~53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시다
갈증이 나는 학생 한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에게 빈 컵을 주고서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이것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같나요?

• 이것 외에 무엇이 더필요할까요?

물이 가득 들어 있는 물병이나 주전자 등 물을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을 전시한다. 컵에 물을
채워서 그 학생에게 마시라고 한다. 그런 후, 그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컵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주전자나 물병을 든다. 이 8일 간의 초막절 축제 동안 매일,
지명된 제사장 한 사람은 실로암 못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길어 성전 제단의 아랫부분에
있는 은수반에 부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그 임무를 행하고 나자,
예수님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유를 전하셨다.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446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7장 3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그 축제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유하셨는가?

• 이 축제일에 제사장이 물을 길어 붓는 일을 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왜
예수께서는 정확히 이때에 그런 권유를 하셨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믿는다면, …

한 학생에게 요한복음 7장 38~3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 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이 성구의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신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느니라.”

“그 배에서”라는 문구는 그 생수가 외부에 있는 수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으며,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3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무엇을상징했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경전에서는 완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필멸의 육신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성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만하게 작용하지
않았다.(요한복음 7:39; 16:7)”(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Holy Ghost”)
구주께서 지상 사명을 완수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기 전까지는 그 경륜의 시대에 성신의
은사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성신의권능은 작용하고있었다.

• 여러분은요한복음 7장 37~39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칠판에 적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성신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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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7장 40~53절에 대한 요약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밤중에 구주를 찾아간 적이 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요한복음 3:1~2참조) 구주를 옹호하며 동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에서는 한 사람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상기시켰다.

학생들이요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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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8:1~30
소개
구주께서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그분에게
데려와서 그녀를 돌로 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구주께서는
그 고발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에게 자비를 보여

주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거하심을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8:1~11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구주 앞으로 끌려오다
학생들에게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그들과
어울렸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의하게
판단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대답할것이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쓴다.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8장 1~11절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8:1~2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주께 어떤 질문을했는가?

• 6절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고소할
빌미를 얻고자 했다.[요한복음 7:1, 32참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중적이지 못하며 로마법에서도 금지한 형벌을 지지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모세
율법을 경시하거나 용인된 과거의 풍습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385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450–51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을하셨는가?

• 구주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던것일까?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숙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양심에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남으로써 무엇을 인정한셈인가?

• 이 기사에서 남을 비난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의
질문 아래에적는다.)

•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남을 비난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이 여인은 대단히 심각한 죄인 간음죄를 범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앨마서
39:3~5참조)

•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과 군중 앞에서 드러났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11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 나오는 다음 구절도 또한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 구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보이셨는가?

• 구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지시를하셨는가?

구주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님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분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죄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며 생활을
변화시키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는 ‘여인아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죄를 버리는 첫 단계를 시작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다.”(용서가
낳는 기적[1969], 153쪽)

• 10~11절에서 구주에 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비를 보이신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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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찾은 두 가지 진리는,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계명 및 표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주는가?

• 11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구주의 자비는 그 여인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8:12~30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신다고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눈을 감고 어떤 물건을 간단히 그려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눈을 뜨고 자신의
그림을 옆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그림과 비교해 보라고한다.

• 빛이 있을 때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칭하셨는가? (다음 교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이 선언을 하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이 8일 간의 축제
동안 매일 저녁 성전에서는 안뜰에 있는 거대한 등 받침대, 즉 일곱 갈래의 촛대들에 불을
붙여 예루살렘에서 이 축제를 경축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그녀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주셨는가?

• 12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구주를 따른다면, 우리는 영적
어둠을 피하고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구주께서 여러분이 영적 어둠 속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드는가?

구약전서의 여러 예언에는, 메시야가 모든 나라의 빛이 될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이사야 49:6; 60:1~3참조)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스스로 메시야임을밝히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주의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리새인들은 구주의 선언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왜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했는가? (그분이 직접 스스로를 위하여
증언했기때문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율법에서는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 적어도 두 사람이
증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8:17;신명기 17:6
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야임을 또 누가 증언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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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누가 자신의 신성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두 명의 독립된
존재임을 확언하셨다고 강조해도좋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19절에 따르면,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못했다.)

• 구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님의 속죄의 고통과 희생을 포함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또 모든
시대와 나라에 걸쳐 그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셨습니다. …

따라서 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위선자를 꾸짖고 신앙을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오래 참고
선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특히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는 내 자신의 자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니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2쪽)

• 홀런드 장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게되는가?

요한복음 8장 21~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구주께서 경고하셨다는 점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25~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또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내용에 표시해 두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또 어떤 진리들을가르치셨는가?

• 이 성구들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관하여 공부한
기사들(예를 들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기사 등)을 몇 분간 살펴보며 숙고해
보라고 한다. 구주의 지상 성역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묘사한복음 그림책([2009];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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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S.org참조)의 그림들을 전시할 수도 있다. 몇몇 학생에게 각자 자신이 생각한 기사를
요약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반원들에게 설명해 보라고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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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과

요한복음 8:31~59
소개
구주께서는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위대한 여호와임을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 했다.

교수 제언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교수법 조정하기
교수법과 기술은 학생들이 배우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학생들이 경전 구절들의 내용과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와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교수법을 선택한다. 영이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공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한다.

요한복음 8:31~36
예수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돌을 하나 들어 올린다.
학생들에게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구주께 데려왔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그 후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라고
한다.(요한복음 8:1~30참조) (구주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며, “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1절]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12절]이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가르치셨다.)

• 요한복음 8장 30절에 따르면, 구주의 행동과 말씀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제자 됨과 진리,
자유와 속박에 대해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그분에게 도전했다고설명한다.

다음 도식을 칠판에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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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 보라고 한다. 완성된 도식은 다음과
유사해야한다.

•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31절)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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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31~32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따른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또한 자유롭게 될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 것을 고려해 본다.
또한요한복음 8장 36절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해 주어도좋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구주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거짓 교리의 파멸적인 힘으로부터의 자유, 욕구와 욕망이라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 모든 악과 부도덕한 영향력
및 모든 구속력과 박탈력으로부터의 자유, 오직 승영한 존재들만이 충만하게
누리는 무한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456–57)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대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는가? (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성약의 상속자이기에 자신이 영적으로 자유롭게 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있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4~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시사하셨는가?

34절에서 “범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회개하기보다는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해준다.

• 34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servant]”으로 번역된 단어는
“노예”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학생들이 찾은 두 원리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다음 도식을 칠판에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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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혼동하여, 구주를 따르면 속박에 놓이게 되지만
죄를 범하면 자유롭게 된다고 믿는가?

학생들이 그 두 가지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면 더 좁고 좁은 선택의 범위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더는 남은 선택이 없게 되며, 또한 저항할 힘이 없는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

세상 사람들은 코리호어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앨마서 30:24, 27) [여깁니다.] …

모든 빛과 진리를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궁극적 자유를
누리신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교리와 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의지도
확대됩니다. 첫째, 선택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해력이 더해지면
대안뿐만 아니라 그 대안의 잠재적 결과도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욱 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Moral Agency,” Ensign, June 2009, 49–51)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에 나오는 한
부분을 맡아 공부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도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그리라고 한다.(여러분은 이 도표를 칠판에 그릴 수 있다.) 조별로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에서 맡은 부분을 함께 읽고 도표를 채우라고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
어떤 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점에서 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 조는 다른 조와 짝을 바꾸어 자신이 공부한 표준에 대해 배운
것을 가르치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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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약속된 어떤 자유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았는가?

학생들에게 구주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8:37~59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간략하게 답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그의 아버지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사람은 누가있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7~40, 44~4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 반대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라 주장했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무엇을 행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40절에 따르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결코 하지 않았을 어떤 일을 하고자했는가?

• 44~4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누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가? (악마) 어떤
점에서 그들은 악마를따랐는가?

요한복음 8장 46~50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칭하고(유대인들은 대체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음) 그분이 악령이
들렸다고 주장하며 그분을 모욕하려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51~5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학생들에게 53절에 나오는 “너는 …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56~5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너는 …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학생들에게 5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에
표시하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58절에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I am]”는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출애굽기 3:14
참조) 그러고 나서 다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학생들에게 다음 진리를 각자 경전에 적어 두라고 해도 좋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이시다.)

• 58절에서 공부한 것에 기초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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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그림책([2009]; 또한 LDS.org
참조)에 나오는 그림 중에서 구약전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묘사하는 그림을 몇 가지
전시한다.(예를 들어불타는 풀무 속의 세
사람, 25번; 또는사자굴 속의
다니엘, 26번)

•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자신이 구약전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일으킨 당사자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보이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5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몇몇
학생에게 발표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여러분도 간증을 전하고
수업을 마치면 좋을것이다.

성구 익히기 복습
퀴즈와 시험은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확인할 기회가 된다.
단서는 핵심 단어나 성구의 출처, 성구에서 뽑은 인용문 또는 그 성구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예시하는 시나리오 등이 될 수 있다. 퀴즈와 시험의 문제는 직접 읽어 주거나
칠판이나 종이에 적어 줄 수 있다. 학생들이 퀴즈나 시험을 치른 후, 성구 익히기 구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과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짝지어서 함께 노력해 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개인 교사가 되어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공부하고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성구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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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9장
소개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상대로 질의했으나 그가 안식일에
자기를 고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다. 구주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셨으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9:1~7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다
역경에 처한 사람이 나오는 뉴스 기사를 교실에 가져온다. 학생들에게 그 기사를 요약해
주거나 칠판에 기사 제목을적는다.

• 여러분이 목격했던, 역경을 겪는 사람들의 다른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삶이 역경으로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의아해한다고말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9장 1~5절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시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 역경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2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역경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뭐라고질문했는가?

우리 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그렇듯이, 구주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겪는 역경은 그들이나 그
부모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한다.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전세 생활이 실제로 있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을 짚어 줄 수있다.)

•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않은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이 성구들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가 겪는 역경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역경을 통해 당신의 일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삶에서 겪는 역경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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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역경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9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역경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통해 당신의 사업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맹인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일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었을 것같은가?

•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역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목격했는가?

• 이 기사에서, 그 사람은 시력을 얻기 위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권능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필요가있겠는가?

요한복음 9:8~41
구주께서 자신이 치유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내자 그를 찾아내시다
요한복음 9장 8~15절에 대한 요약으로, 그 맹인이 치유받은 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설명한다. 그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질문을 하기시작했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9장 14절을 살펴보면서 구주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생각하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16~3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 또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읽게 하는 대신에 “예수께서 맹인으로 난 자를 고치심”
영상의 나머지 부분(3:37~7:47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역경에 처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 이 기사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맹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
앞으로 불려 와서 질의를 받았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22절에 따르면, 왜 그 맹인의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아들에게떠넘겼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당은 여러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종교 및 사교의 중심 역할을
했다. 회당은 영적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하는 곳이었으며, 교육 및 사교의 기회도
제공했다.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은 … 단순히
파문되어 종교적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문화 및 사교
모임에서 추방됨을 의미했다. 이런 위협은 분명히 가혹한 것이었기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부모는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알아보려는 조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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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압력을
받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30~3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찾아보라고 하고, 요한복음 9장 32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추론을 펼쳤는가? (학생들에게 33절에
나오는, 그가 한 말에 표시해 두라고 제언해도좋다.)

•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알았는가?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 준 사람을 대담하게 옹호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한다.(34절참조)

• 설사 회당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자신이 아는
것에 기꺼이 충실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난 후에, 구주께서 그를 찾아서 “인자를
믿[느냐]”(35절)고 물으셨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36~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람의 간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되었다.)

•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히 남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람에게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원리들을 찾아내겠지만, 다음 원리를 확실히 이해시킨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에 충실할 때, 우리의 간증은 강화될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이더서 12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반대를
겪을 때 우리가 주님께 충실히 남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의 간증은 왜 반대나 신앙의 시련을 견뎌 낸 후에 강화되는것일까?

• 여러분의 간증은 반대 덕분에 어떻게강화되었는가?

학생들이 이 기사에서 또 다른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물어본다.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여러분의 시력에 어떤 역할을하는가?

•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자 그의 육체적인 시력은 어떻게되었는가?

• 이 사람의 영적 시력, 즉 구주에 대한 이해력은 어떻게 교정되거나향상되었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9장 11, 17, 33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그 사람의 시력,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정도를 묘사하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그들의 대답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구들을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 표시하라고한다.)

• 이 문구들에 따르면, 이 사람의 영적 시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교정되고
향상되었다. 이 문구들은 이 사람의 영적 성숙도와 예수님의 실제 신분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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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에 대한 그의 시력과 이해력이 왜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신앙을
행사하여 자신이 아는 바에충실했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9장 36~38절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구주를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은 마침내 구주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되었다.)

• 이 사람의 시력은 얼마나정확해졌는가?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헌터 회장이 말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제 시력이 두 번 주어졌습니다. 한 번은 선천적 소경에 대한 회복이며,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의 왕 중 왕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모두
소생시키셨습니다.”(“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20쪽)

• 이 사람이 육체적 맹목에서 치유된 것은 어떻게 그가 영적인 맹목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나타낼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영적 시력과 이해력이 더 밝아진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왜 영적 진리를 좀 더 뚜렷이 보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일이겠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경배했을 때, 몇몇 바리새인들도 가까이에 서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9장 39~4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주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구주께서 바라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요약하겠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도 맹인인가” (40절)라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구주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맹인’ 된 사람, 즉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요한복음 9:41)고 가르치셨다. 반면에 ‘보는’ 사람, 즉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받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으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영적으로 말해서, 자신들이 받은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 되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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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도록 돕기
학생들이 복음 원리를 삶에 적용할 때,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수업 중에 이해하고 느낀 것에 대해 숙고하거나 적어 보고,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시간을 줄 때, 학생들에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라고 권유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두 원리를 보면서 어느 원리를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숙고하라고 한다.(학생들은 두 원리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게 한다.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인도를 얻도록 기도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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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0장
소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며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임을 알리셨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극복할 권능을 주셨음을
증거하셨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신성 모독
죄를 씌웠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0:1~24
예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가르치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학생의 눈을 가린 뒤, 그 학생의 경전을
포함하여 경전 몇 개를 모은다. 눈을 가리고 있는 학생에게 각 경전을 만져 보면서 어느
것이 자신의 경전인지 판단해 보라고 한다. 그 학생이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어느 것이 자신의 경전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또는 없었던) 이유는무엇인가?

• 만일 각 반원들의 얼굴을 만져 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몇 명이나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해 보라는 요청은
하지않는다.)

그 학생에게 눈가리개를 벗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목자는 언젠가 자신의 양을 얼마나 잘 아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만일 당신이 천으로 제 눈을 가리고 저를 아무 양에게나 데려가
제 손을 그 양의 얼굴에 대게 해 주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 양이 제 양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G. M. Mackie, Bible Manners and Customs [n.d.], 35)

• 만일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 목자처럼 여러분의 양 떼에 속한 양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할까?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0장 1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칭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는
선한목자이시다.

• 왜 “선한 목자”는 구주에 대한 적절한 칭호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요한복음 10장 1~5절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주의 시대에 목자는 낮 동안 양 떼를 음식과 물과 쉼터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밤에 목자들은 각기 자신의 양 떼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에 몰아넣었다.
양 우리는 동굴이나 암벽으로 둘러쳐진 곳으로, 위에는 야생동물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들이 세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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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기
경전의 저자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기록했지만, 그들이 각각 사용한 말과 비유적 표현은
그들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학생들은 경전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 일화, 가르침, 교리, 원리를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그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 둔 문장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아래에 적는다. (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그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는 양들에 앞서간다.)

• 3절에 따르면,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해냈는가?

• 4~5절에 따르면, 왜 양들은 자신의 목자만따르겠는가?

•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을 구주께서는
뭐라고지칭하셨는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신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요한복음 9:41참조)

•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 침입한 절도, 강도, 타인과같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0장 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구주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0장 7~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주께서는 자신과 바리새인 간의 차이점에
대해 계속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7~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이 성구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을 다음과 같이 읽어 준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중 나를
증거하지 않은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성구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라고한다.

• 8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은 절도에 대한 어떤 통찰을 더해주는가?

• 구주께서 “내가 문이니”(7, 9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생각하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 우리의 입구에 서서 우리로 들어가는
양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상처도 치료해 주었다. 양들이 밤을 지낼 우리
안으로 모이고 나면, 목자들은 약탈자나 도둑이 양을 해칠 수도 있는 길을 막기 위해 그 문
입구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231-32)

• 이런 목자들의 행동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과 어떻게유사한가?

• 구주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더 풍성히”(요한복음 10:10)
주신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0장 11~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선한 목자가 또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삯꾼은 단순히 돈을 벌고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설명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선한 목자에 대해 그 밖에 자신이 찾은 것을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문장 아래에 적으라고 한다. (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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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는 자신의 양들을 안다. 양들도
그를안다.)

• 목자는 삯꾼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기꺼이하는가?

• 이 성구들에서 구주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각자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이 진리를 칠판에 적었던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문장 아래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매우 잘 알았던 중동의 목자를상기시킨다.

•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신다고생각하는가?

• 구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이있겠는가?

구주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가르치신 후, 자신이 하게 될 또
다른 일을 언급하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0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구주께서는 자신의 양들(그분의 백성을 의미함)을
위해 또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 이 성구는 그분의 양들이 있는 장소에 대해 무엇을암시하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자신의
우리(그분의 교회)로 데려올 것임을 가르치셨다. 몰몬경에는 이 성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온다.

몇몇 학생에게 돌아가며제3니파이 15장 15~17, 21절및 1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참조 성구를요한복음 10장 16절옆의 여백에 적어 두라고
제안해 주어도좋다.

• 이 성구들은요한복음 10장 16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니파이인과 잃어버린 지파들을가리킨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0장 17~1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에 대한 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능이 있으셨다.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표현에 표시를 하도록권한다.)

• 왜 구주께는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있었는가?
(예수께서는 필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필멸성을
물려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인 엘로힘에게서는 불멸성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능을
물려받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능력과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물려받으신
것이었다. 이는 예수께서 속죄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마태복음 1~2장
수업참조])

요한복음 10장 19~2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께 다가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신분을 밝히도록 압력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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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0:25~42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다
또 다른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학생의 눈을 가린 뒤, 다른 몇몇
학생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떤 단어(예: “목자”)를 말하라고 지시한다. 눈을 가리고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각각 단어를 말하는 소리를 잘 들으면서 그 목소리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는지 판단해 보라고한다.

• 왜 어떤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보다 더 알아차리기가 쉬운것일까?

그 학생에게 눈가리개를 벗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0장 25~3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지 밝혀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구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구주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따른다.)

• 28절에 따르면, 구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되는가?

• 우리는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 원리를 분명하게 강조한다.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었던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문장 아래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이 원리를
요한복음 10장 27~28절옆의 여백에 적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것이다.)

반원들에게 두 번째로 눈을 가렸던 학생과 반원들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그
학생의 능력을상기시킨다.

• 우리는 구주의 음성을 더 잘 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한교리와 성약
18:34~36참조)

• 여러분은 구주의 음성에 더욱 익숙해지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 우리는 구주를 따르고 있음을 어떤 식으로 보여 줄 수있을까?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구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숙고하게 한다. 그들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1) 구주의 음성을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듣겠다는 목표와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2)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따르겠다는 목표와 그렇게 하기 위한계획.

요한복음 10장 31~42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임을
증거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돌로 치려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온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런 후 구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경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하여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물으셨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르친 진리와 원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배운 진리와
원리들을 적용하라고 권유하며 수업을마친다.

제7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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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7~10장(14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복음 7~10장(14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복음 7장)
예수께서 초막절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전하신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임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는다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원리를 찾았다.

둘째 날(요한복음 8장)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기사에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비를 보이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후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우리가 구주를 따른다면 영적 어둠을 피하고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다음
원리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따른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인 여호와이시다.

셋째 날(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서, 학생들은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기사에 대해 읽었다 이 기사에서, 그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역경을 통해 당신의 일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에 충실할 때, 우리의 간증은 강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우리의 영적 시력과
이해력이 더 밝아진다.

넷째 날(요한복음 10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각자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능이 있으셨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원리를 찾았다.

소개

구주께서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그분에게 데려와서 그녀를 돌로 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구주께서는 그
고발자들을 물리치시고 여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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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요한복음 8:1~11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구주 앞으로 끌려오다
학생들에게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그들과
어울렸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우리가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의하게
판단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대답할것이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쓴다.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표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8장 1~11절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8:1~2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주께 어떤 질문을했는가?

• 6절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에 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고소할
빌미를 얻고자 했다. [요한복음 7:1, 32참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중적이지 않으며 로마법에서도 금지한 형벌을 지지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모세
율법을 경시하거나 용인된 과거의 풍습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450–51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을하셨는가?

• 구주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7)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숙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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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에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남으로써 무엇을 인정한셈인가?

• 이 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의 질문 아래에적는다.)

•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이 여인은 대단히 심각한 죄인 간음죄를 범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앨마서
39:3~5참조)

•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과 군중 앞에서 드러났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8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여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보이셨는가?

• 구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떤 지시를하셨는가?

구주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님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분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죄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며 생활을
변화시키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는 ‘여인아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죄를 버리는 첫 단계를 시작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다.”(용서가
낳는 기적[1969], 153쪽)

• 요한복음 8장 10~11절에서 구주에 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자비를 보이신다.이 진리를 칠판의 질문 아래에적는다.)

•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오늘 수업에서 찾은 두 가지 진리는 외모나 품행이 주님의 계명 및 표준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조셉 스미스 역에는요한복음 8장 11절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덧붙여 있다고 말해
준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8:11 )

•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구주의 자비는 그 여인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어도 좋다. 이번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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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원(요한복음 11~15장)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1~1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보면 어떠할 것 같은가? 경전에는 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요한복음 11장 35절)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께서는 보통으로 종들이 하는
어떤 일을 사도들에게 해 주셨는가?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그들을
위로해 줄 무엇을 받게 되리라고약속하셨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1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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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1장
소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녀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보냈다. 예수께서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그곳에 도착하셨으며,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신성한 권능이 극적으로 그려진 이 사건은 예수가
메시야이시며 그분께 죽음을 이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준다. 이 기적에 대해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1:1~46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다
각 학생에게 작은 종이를 하나씩 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겪은 시련을
하나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적을 때, 그들이 쓰는 내용은 익명으로 반원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므로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말라고 한다. 종이를 걷어서 그 시련들 중
몇 개를 소리 내어 읽어 준다. (어떤 시련이 언급될 때 그 학생이 누구인지가 드러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소수인 경우에는 그들이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몇 가지
열거하라고한다.)

•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하면서, 시련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의 친구 몇 명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수업 중에 내용이 긴 경전 구절 읽기
학생들에게 내용이 긴 경전 구절을 읽으라고 할 때는 한 학생에게 한 절을 읽으라고 한 뒤, 그
학생에게 다음 절을 읽을 학생을 지명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수업 내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잘 읽지 못하거나 부끄럼이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리 내어 읽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1절에 따르면, 나사로는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이것은 어떻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시련이되었겠는가?

•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반응은 그들에 대한 어떤
것을 알려주는가?

예수께서는 베레아 지역의 베다바라에 계셨는데(요한복음 1:28; 10:40[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요한복음 1장 28절에는 Bethabara(베다바라)로 나옴—옮긴이] 참조), 이곳은
베다니로부터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전갈을 가지고
예수께 가는 데 최소한 하루가 걸렸을 것이며,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 데도 또 하루가
걸렸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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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4~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상했겠는가? (예수께서
즉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고치시거나, 어느 고관의 아들에게 하셨듯이[요한복음
4:46~53참조], 말씀으로 원거리에 있는 그를 치유하실 것으로 예상했을것이다.)

• 예수께서는 그 대신에 무엇을하셨는가?

• 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통해 무엇이 성취될
것이라고말씀하셨는가?

학생들에게 베다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2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음을 상기시킨다.(요한복음 11:18참조)요한복음 11장 8~10절에 대한
요약으로, 제자 몇 명이 예수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는데, 이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10:31~39및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1장 16절 참조.[“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그들이 두려워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더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삶에 남아 있는 시간들을 당신의 일을 이행하는 데 쓰겠다는 뜻을
나타내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11~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잘못생각했는가?

• 15절에 따르면, 왜 예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는가?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부분에 표시해 두어도 좋다고 이야기해준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베다니에서 하게 될 일이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을 키워 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임을설명한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사도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더라도 자신과 함께 그분을 따라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권했다는 점을설명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1장 1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즈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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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는 제대로 부패되고 있었는데, 죽은 지가 오래되었기에 그 점은
절대적으로 확실했다. … 유대인들에게 나흘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나흘째가 되면 영이 시체를 완전히 떠난다는 믿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1965–73], 1:533)

•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중요성을띠었는가?

• 여러분이 마르다 또는 마리아였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들었겠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18~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마르다가 이 시련에 대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에,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중에서 구주께서 마르다와 나누신 대화를 묘사한 “Lazarus Is Raised

from the Dead[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2:02~3:35 부분] 영상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있다.

• 21~27절에는, 마르다가 이 시련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면,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1분 정도 시간을준다.)

• 마르다가 한 말 중 어느 것이 가장 감동적인가? 왜그러한가?

• 시련을 겪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우리는 마르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의 주의를요한복음 11장 25~26절로 돌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6)라는 말은 둘째 사망 또는 영적 사망, 즉 하나님의 왕국과 면전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낼 것이다.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28~3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마리아가 예수께 어떤 말을 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들에 나오는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말은 몹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읽게 하는 대신에, “Lazarus Is Raised from the
Dead[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영상에서 이 성구들을 묘사한 부분[3:36~4:50

부분]을 보여 줄 수도있다.

• 3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말에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반영되어있는가?

•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보이셨는가?

• 여러분은 왜 예수께서 우셨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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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요한복음 11장 3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몇몇 사람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어떤 의문을 나타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38~4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읽게 하는 대신에, “Lazarus Is Raised from the
Dead[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영상에서 이 성구들을 묘사한 부분[4:51~7:51

부분]을 보여 줄 수도있다.

• 40절에서,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에 막아 둔 돌을 옮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무엇을 상기시키셨는가?

•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거나 불멸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니며, 그의 영체가 그의 육체로 되돌아왔을 뿐 그의 육신은 여전히 필멸의
상태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한 학생에게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구주께서 성취하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
잘 들어 보라고한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신 것이었다. 즉,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과, 불멸과 영생을
가져오는 것도 자신이며, 자신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531)

• 이 기적은 어떻게 구주의 부활에 대한 예시가되었는가?

• 이 기적은 불멸과 영생을 주시는 구주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 불멸과 영생을 주시는 구주의 권능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있는가?

반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갈을
보냄으로써 그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였으며,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면, …

• 여러분은요한복음 11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원리를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확증을
받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를 의문스럽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37절
참조), 예수께서는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점(17절참조)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구주에 대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어떻게 확증을 받고 깊어졌겠는가? (예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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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권능이 있음을 유대인들이
부인하거나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 주신것이었다.)

• 여러분이 시련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여, 그 결과로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확증을 얻거나 깊어진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혹은 겪을 수도 있는 시련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요한복음 11:47~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1장 47~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1장 49~57절에 대한 요약으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제국에 멸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으며, 따라서 그분의
소재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알려야 한다고명했다.

이번 과에서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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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과

요한복음 12장
소개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인 베다니의 마리아는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상징으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다. 구주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따르는 결과에 대해 가르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2:1~19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다

몇몇 학생들에게 신약전서에 기록된 구주의 기적 중 하나를 묘사하는 그림을 칠판에 그려
보라고 한다. 각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반원들에게 어떤 기적을 묘사한 것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그림을 그린 학생에게 왜 그 기적을 골랐는지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런 기적 중 하나를 목격하면 구주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받겠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요한복음 12장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구주의
기적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여러 반응과 그런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대한 요약으로, 유월절을 엿새 앞둔 시점에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설명한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그분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찾아왔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2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길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였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대제사장들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가? 그 이유는무엇이었는가?

• 이 성구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학생들에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한 구주를 죽이고자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요한복음 11:47~48, 53참조])

요한복음 12장 12~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다음
날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고 설명한다. (승리의 입성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마태복음 21장 1~11절에서배웠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2장 17~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기적을 들은 사람들이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들은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동안 무엇을했는가?

• 19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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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2:20~36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다
요한복음 12장 20~22절에 대한 요약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생각되는 “헬라인 몇 [명이]”(20절)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한다. 요청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2장 27~3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찾아본다. 찾은 내용에 표시해 두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 2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꺼이
하려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임박한 수난의 무게를 감지하셨지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결심하셨다.)

• 28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내가 …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당신의 아들이 속죄를 완수할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가 반영되어 있다고설명한다.)

• 3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속죄와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경전에서는 메시야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들려야” 할 “인자[가]”(요한복음 12:34) 누구냐고 물었다는 점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2장 35~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어떤 말로 응답하셨는가? (구주께서는 자신을
“빛”으로언급하셨다.)

요한복음 12:37~50
예수께서 자신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따르는 결과에 대해 가르치시다
칠판에 그려 둔 예수님의 기적 몇 가지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한 학생에게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는요한복음 12장 3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각각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이 각각의 반응에서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단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비록 기적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기적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것일까?

요한복음 12장 38~41절에 대한 요약으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사야 6:9~10; 53:1~3참조)
구주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눈이 멀고
마음이완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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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2장 42~4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42절) 못했는지, 즉 공공연히 인정하지 못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왜 일부 관리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놓고 인정하지못했는가?

•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6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뜻인가?

• 이 성구들에서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데 더 신경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놓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질문을한다.

• 이 원리를 보여 주는 우리 시대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보이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따라올 수있을까?

학생들이요한복음 12장 44~46절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찾아낼 준비를 하도록,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때(예를 들어, 어두운 방 안에 있었거나 밤에 바깥에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잠재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빛이 있었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었겠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 달라고한다.

적절하다면, 교실의 불을 끄되 약간의 빛은 비치게 한다. 실제의 어둠은 영적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설명한다.

•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것과 어떻게유사한가?

• 영적 어둠 속에서 생활할 때 어떤 위험이 올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2장 44~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앞서 여러분이 교실의 불을 껐을 경우 이제 불을
켠다.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빛이 되시는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삶에서 영적
어둠이 제거될 수 있는가? (또한교리와 성약 50:23~25; 93:36~39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빛(또는 방향과 명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영적 어둠을 없애시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그룹에게 나눠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제공하여 영적 어둠을 없애시다
다음에 나오는 각 주제에 대해 다음 질문들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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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신념이 있을 것 같은가?

• 이 주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어떤 빛을 제공하는가?

주제:
• 우리 육신의 목적

• 오락과 대중 매체

• 평안과 행복을 얻음

• 결혼 및 가족

• 죽음 이후의 삶

유인물에 열거된 주제 중 하나에 대해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 전체가 함께
토론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그 질문들을 활용하여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 몇 분간
토론해 보라고 한다. (주제 중 일부를 학생들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들로 바꾸어도좋다.)

소그룹 토론 및 그룹 과제
소그룹 활동을 하면 대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서로 느낌과
생각과 간증을 나누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룹별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여러분이 먼저
예를 들어 소개해 준다면,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 그룹에서 학생 한 명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그룹이 토론한 것을 발표하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46절에서 찾은 원리는, 우리가 어떤 주제와 쟁점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과 그분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되었는가?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오는 축복들을 다음과 같이증거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모사이야서 4:9 참조] …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물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 생활할 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Choose Goodness and Joy,”
New Era, Aug. 2011, 44)

요한복음 12장 47~5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 즉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음을설명한다.

제72과

417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원리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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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과

요한복음 13장
소개
구주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사도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을 배반할 사람은 유다라고 밝히셨다.
예수께서는 지상 성역 마지막 주 동안 있었던 소요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봉사, 사랑에 관한 가르침에 집중하셨다.

그런 속성은 그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규정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수 제언

말씀의 권능 신뢰하기
여러분은 학생들이 경전 공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매일같이 경전을 가르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계속 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전에는
“생명의 말씀”(교리와 성약 84:85)이 담겨 있으며, 그 말씀은 “칼이나 …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강력한 효과”(앨마서 31:5)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한복음 13:1~17
예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다
수업 전에 다음 도해를 칠판에그린다.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답할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답을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준다.)

• 여러분은 이 척도상에서 어느 위치에있는가?

• 여러분은 현재보다 더 행복해지고싶은가?

•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있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한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셨다고 상기시킨다.요한복음 13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이미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아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3장 4~5절을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봉사를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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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은 발가락 부분이 트인 샌들을 신었고, 대개
짐승들의 오물이 쌓여 있는 흙길을 걸었으며, 목욕물을 접할 기회는 흔치 않았다. 그래서
발이 몹시 더러워졌으며, 남의 발을 씻는 것은 매우 꺼려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 환대를
위한 이러한 관습은 보통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242) 이 마지막 식사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일어나 … 마치 노예나 하인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제프리 알 홀런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31쪽)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55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보여준다.

•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했겠는가?

• 사도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무엇을 드러내주는가?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3장 8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3장 8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말했는가?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3장 9~10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베드로는 주님을 존중했으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를원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아름다운 봉사 행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또한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고 설명한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708–9 참조) 이
의식은 우리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교리와 성약
88:74~75, 137~141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3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왜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사도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가? (곧 그분을 배반할 가룟유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3장 12~1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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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절을 보면, 구주께서는 어떤 모범을 보이시며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따르라고
권고하셨는가? (구주께서는 “선생이[고] 주”[13절]이시며 모든 이들 중에 가장 큰
자이시면서도 사람들에게봉사하셨다.)

•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르면, 그분의 모범을
따라 타인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의 모범을 따라 타인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 구주께서 하셨듯이 타인에게 봉사하면 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타인에게 봉사했기에 더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어도좋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한 명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 내내 마음을 신앙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커지고,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봉사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1쪽)

• 밸라드 장로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타인에게 봉사한 경험을 발표하도록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요한복음 13:18~30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밝히시다
요한복음 13장 18~30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설명한다. 요한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여쭈자,
예수께서는 사도 중 한 사람(유다)이 자신을 팔 것임을시사하셨다.

요한복음 13:31~3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기에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손을 드는 학생이 있다면, 자신이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비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본다. 그런 경험을 했던 학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여러분이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반응하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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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계명을주셨는가?

• 35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되는가?

•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여러분이 올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보이시는가?

학생들이 자신들이 찾은 원리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폴 이 컬리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젊은 두 선교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를 소망하며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다소 체격이 큰 남자가 나와서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다시는 두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다시 온다면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전에 경고했잖아요.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그는 얼른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더 경험이 많고 오래 봉사한 장로가 자신보다 어린
선교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선교사들이 자기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보인 무례한 행동을 비웃거나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교사가 서로에게 표현하는 친절한 모습을 본 남자는 마음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문을 열고 선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서로 사랑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 되는 데에서 기본이 됩니다.”(“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7쪽)

• 이 기사에 묘사된 선교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어떻게따랐는가?

학생들에게 “서로 사랑해”(찬송가, 193장)를 부르라고 하고, 그들이 아는 사람 중에
타인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있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3장 36~38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설명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경전에서 성구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활용하여 성구 추적하기
활동을 한다. 단서로는 성구 익히기 카드에 있는 핵심 단어, 배경, 교리와 원리,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 단서를 만들어도 좋다. 성구 추적하기 활동을 통해 성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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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는 경쟁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성구 추적하기 활동을 할 때는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영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학생들이 경전을 불경하게 다루거나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를 상대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두고 겨루게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교사를 상대로 시합을 벌일 수도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 구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합을 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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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과

요한복음 14장
소개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셨다. 또한 그분은 사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4:1~14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지도를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현재 있는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잘 아는 또 다른 장소를 지도에서 찾는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그 장소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 한두 명에게 적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칠판에해의 왕국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해의 왕국에 도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주께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음을 상기시킨다. 유월적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3:33참조)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가르치셨는가?

• 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은] …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 아버지 왕국에는
많은 왕국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순서에 따라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거처가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9쪽)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집과거할 곳위에왕국과
왕국들이라는 단어를 적으라고 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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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어느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위로가되었겠는가?

• 5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안다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도마는 어떻게반응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예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응답하셨는가?

칠판에 길을 하나 그린다. 그 길의 한쪽 끝에는우리라고 적고, 다른 쪽 끝에는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적는다. 길 아래에는길이라고 적고,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어떻게 길이 되시는가?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당해질 수
있는지를 구주께서 보여 주신다고 대답할것이다.)

칠판에 적은 “길” 아래에진리와생명이라고적는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되시는가? (그분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모든 진리에 따라 완전하게생활하셨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되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육신으로 부활하며, 영적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분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교리와
성약 88:13]빛이시다.)

칠판에 그린 길 그림 아래에,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라는 문장을만든다.

• 우리가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구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 우리가 구주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구주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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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그 길이십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그것이 어떤 길이건 무슨 길이건 간에 어리석은 길입니다. …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권능을 부여받아 화평, 빛, 힘, 지식, 자신감,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길이든 무슨 길이든 다른 어떤
길로 가 그분의 도움과 권능 및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둠, 혼란, 의구심,
슬픔과 절망의 삶을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길이 더 쉽습니까? …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십니다.”(“길”,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4, 36쪽)

• 코브리지 장로에 따르면, 우리가 구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 우리가 구주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의 길을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았던 경험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 달라고한다.

요한복음 14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상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사도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할 권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15~31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가르치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보이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구 익히기 구절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

계명(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기, 십일조 내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등)을 각각 적은
종이 쪽지 몇 장을 교실에 가져온다. 몇몇 학생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각각 종이
쪽지 하나를 집어서 거기에 나오는 계명을 소리 내어 읽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인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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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잘 보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계명을 한 가지 이상 택하여
그것을 더 잘 지킴으로써 구주에 대한 사랑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16~17, 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약속을하셨는가?

16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사도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기에 성신은또 다른보혜사라고칭하셨다.

• 요한복음 14장 16~17, 26절에 따르면, 성신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신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성신이 여러분에게 위안을 준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성신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하도록 성신이 도와준
적은언제인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자원하는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18~2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21절과 23절에 따르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실것이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심을
의미한다.[교리와 성약 130:3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을 첫째 보혜사로 언급한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보혜사라고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예수님을 둘째 보혜사로 영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즉, 이따금씩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 여러
하늘의 시현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가르치실
것이다.”(History of the Church, 3:380–81) 이 약속은 주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성취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8:68참조)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4장 2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27절에 나오는 구주의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과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다른가?

요한복음 14장 28~30절과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4장 30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바야흐로 그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그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을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세상을
이겼기에 사탄은 자신을 이길 권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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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4장 3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바라셨는가?

•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보이셨는가?

수업을 마치기 위해,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들이 해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간증해 달라고한다.

성구 익히기—요한복음 14:6
학생들이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성구 익히기—요한복음 14:15
학생들이요한복음 14장 15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성구를 종이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를 암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한다. 그런 후, 구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곳에 그 종이를
두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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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과

요한복음 15장
소개
지상 성역의 마지막 날 저녁, 구주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은 참포도나무이며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며 자신과 맺은 관계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임을 경고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5:1~11
예수께서 자신이 참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다음 단어들을 적는다.성공적이다, 불행하다, 기쁘다,
무감각하다, 보람이 있다, 비생산적이다, 결실이 풍부하다, 생산적이다,
풍성하다,실패하다.

학생들에게 지금으로부터 60년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이 단어들 중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는 말이었으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포도나무의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각자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비슷하게 그려 넣으라고
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면
결실이 풍부하고, 생산적이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5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각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포도나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칠판에 그린 포도나무에예수
그리스도라고적는다.)

• 가지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지에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적는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 열매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의로운 일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열매에의로운 행위라고적는다.)

1절에농부[husbandman]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언급한다.

• 농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포도원을 돌보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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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농부와 같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포도나무[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며,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양분을
얻는다고설명한다.)

나무에서 꺾은 작은 가지 하나를 반원들에게 보여 주고, 이 가지에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되는 때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는지를 설명한다. 반원들에게 언제쯤 이 가지에 열린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물어본다.

• 왜 이 가지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인가? (나무에서 꺾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얻지못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5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한다.)

• 어떻게 이 가지는 구주로부터 분리되거나 절단된 사람과같은가?

학생들에게 4~5절에서거하다[abide, abideth]는 단어가 나오는 각 부분마다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준다. 이 성구들에 사용되었듯이거하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굳건히 남고 영원히 속해 있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제프리 알 홀런드, “내 안에 거하라”,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2쪽참조)

• 5절에 따르면 구주 안에 거하는 것, 즉 구주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을 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사람들이 선행을 행할 힘과 도움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 선행이 그들
자신에게만 맡겨진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은혜란 곧 남자와 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Grace”)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강화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6~8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꺾인
가지와 같다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꺾인 가지는 시들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는 의로운 일들을한다.

• 우리는 구주 안에 거하기 위해, 즉 그분에게 단단히 연결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5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셨으며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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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치셨는가?

•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는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그분들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니파이전서 17:35;교리와 성약 95:12;
130:20~21참조]

• 11절에 따르면,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거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가르치셨는가?

학생들에게 11절에서 읽은 것을 바탕으로, 칠판에 적은 미완성 문장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완성하겠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 왜 구주 안에 거하면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구주 안에 거하여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떠올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왜 이 원리에 대한 좋은
모범인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 안에 거함으로써 어떻게
기쁨을 얻었는지를 나눠 달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께 단단히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5:12~1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실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리아호나, 2013년 4월호, 24쪽)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러셀 엠 넬슨회장)

칠판에 적은 문장에서흠모와닮으려고에 밑줄을 친다. 학생들에게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 (흠모[Adoration]란 커다란 사랑과 존경이며,닮으려고
한다[emulation]는 본받거나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의미한다.)

•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닮으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학생들에게 12절에 나오는 이 진리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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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5장 13~1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그들에게
자신이 찾은 것을 짝과 함께 토론하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13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인가?

• 그분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보이셨는가?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생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즉 우리의 시간을 내주고,

항상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봉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74쪽)

• 코스타 장로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누군가가 이런 방법 중 하나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였는가?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도록 돕기
학생들은 경전에서 복음 원리와 교리들을 찾은 후, 영을 통해 그 참됨과 중요성을 느끼고 그
원리들을 삶에 반영해야겠다는 긴박감을 어느 정도 지각할 때 그것들을 더욱 잘 적용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리 및 원리의 참됨과 중요성을 느끼도록 돕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배운 진리를 적용하거나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라고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숙고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몇 분 주어서, 그들이 사랑을 보이기를 구주께서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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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5:18~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받게 될 박해에
대해 경고하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거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자신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며 그것에 대해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치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5장 18~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들에서 “세상”이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주셨는가?

학생들에게 “세상이 [구주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몰몬과 증오로
가득한 대중매체 및 웹사이트를 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이다.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여 성난 행동을 통해 배척, 조롱, 위협을 받게 될 학생들도
있을것이다.

적절하다면,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하여 증오로 가득한 비난을 접할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학생들은 신뢰하는
성인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도mormonnewsroom.org, lds.org/topics및
seektruth.lds.org에서 온라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있다.

요한복음 15장 21~25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하므로 그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셨음을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구주를 따르는 이들을 증오하고 박해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방법을 마련하셨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2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누가 자신의 신성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신과
구주의제자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찾은 원리와 진리들을 숙고하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행해야 한다고 느낀 것을 살펴보고 성신으로부터 받는 속삭임을 따르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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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11~15장(15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복음 11~15장(15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복음 11장)
학생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사를 읽으면서,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확증을 받고 더욱
깊어질 것이다

둘째 날(요한복음 12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과, 구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구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전하신 가르침에 대해 공부했다. 구주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놓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셋째 날(요한복음 13장)
학생들은 구주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기신 기사를 읽으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구주의 모범을 따라 타인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넷째 날(요한복음 14~15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구주께서 속죄 희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전하신 가르침을 공부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는 것과, 성신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구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배웠다.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구주의 권고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주의 방법을 더 잘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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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요한복음 14:1~14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지도를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현재 있는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잘 아는 또 다른 장소를 지도에서 찾는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그 장소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 한두 명에게 적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칠판에해의 왕국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해의 왕국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은 가정 학습을 할 때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진리를 배웠다고
상기시킨다. 오늘 수업에서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해 더 배우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이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주께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내셨다고 상기시킨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3:33참조)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조셉 스미스 역,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노라. 그런 후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하리라.”

•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가르치셨는가?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장 2절)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선지자가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은] …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 아버지 왕국에는
많은 왕국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순서에 따라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거처가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9쪽)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집과거할 곳위에왕국과
왕국들이라는 단어를 적으라고 할 수도있다.

•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어느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위로가되었겠는가?

• 5절에 따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는 길을 안다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도마는 어떻게반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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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4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도마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가 성구 익히기 구절임을상기시킨다.

• 예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답하셨는가?

칠판에 길을 하나 그린다. 그 길의 한쪽 끝에는우리라고 적고, 다른 쪽 끝에는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적는다. 길 아래에는길이라고 적고,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설명한다.

• 구주께서는 어떻게 길이 되시는가? (학생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해질
수 있는지를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대답할것이다.)

칠판에 적은 “길” 아래에진리와생명이라고적는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되시는가? (그분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모든 진리에 따라 완전하게생활하셨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되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육신으로 부활하며, 영적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분은 “만물 안에 있으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교리와
성약 88:13]빛이시다.)

칠판에 그린 길 그림 아래에,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라는 문장을만든다.

• 우리가 토론한 것과 여러분이 가정 학습을 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구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 우리가 구주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구주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며, 떡과 물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며, 진리요 길이십니다.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그 길이십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그것이 어떤 길이건 무슨 길이건 간에 어리석은 길입니다. …

주님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11] 삶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권능을 부여받아 화평, 빛, 힘, 지식,
자신감,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길이든 무슨 길이든 다른 어떤 길로 가
그분의 도움과 권능 및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둠, 혼란, 의구심, 슬픔과 절망의 삶을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길이 더 쉽습니까? …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십니다.”(“길”,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4, 36쪽)

가정  학습반  공과 :  15단원

436



• 코브리지 장로에 따르면, 우리가 구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 우리가 구주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 구주의 길은 무엇인가? (필요할 경우, 구주의 길에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전 의식 등 구원의 의식을 받고, 신앙과 순종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구주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축복을 받았던 경험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은 구주의 길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구주를 더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요한복음 14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상에 온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사도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할 권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약속하셨다.

다음 단원(요한복음 16~21장)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동안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간증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은 제자는 누구였는가?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자신과 자신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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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과

요한복음 16장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성신, 즉 보혜사가 와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자신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6:1~15
예수께서 성신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학생 한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이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란다. 그런 후,
나머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을 교실의 어딘가에 두라고 한다. 그런 다음, 눈을 가리고
있는 학생에게 교실에 있는 어떤 특정 경전을 찾아서 몇 쪽을 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묻는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그 경전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안내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느냐고묻는다.

그 학생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 줄 학생을 한 명 고르라고 한다. 선택된 학생에게 눈을 가린
학생을 그 경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특정한 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한다. 이
활동을 마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그분은 자신이 가르친 진리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이끄셨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할 때가 올 것이며, 그 사람들은 그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 하셨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시고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마음이들었는가?

눈을 가린 학생을 위해 안내자 역할을 했던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눈을
가린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도와줄 친구가 없이 다시 홀로 남게 되어 마음이어떠한가?

그 학생에게 의자를 주어서 앉게 한다.(눈가리개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둔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예수께서는 보혜사,
즉 성신을 보내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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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은 예수께서 필멸의 육신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만하게
작용하지 않았다.(요한복음 7:39; 16:7)”(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Holy
Ghost”)고 설명한다. 성신이 왜 충만하게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영이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753)

요한복음 16장 8~12절에 대한 요약으로, 성신의 역할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가 제자들의 삶에서 수행하게 될 다른 역할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성신은 주님이 떠난 후에 그분 제자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제자들은
성신이 제공할 도움과 인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것인가?

• 13절을 기초해 볼 때, 성신은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성신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다.)

• 성신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로인도하는가?

• 성신은 어떤 방법으로 장래 일을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는가? (필요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 시현, 경고, 인도를
주실 수 있다고설명한다.)

(상품으로 줄) 물품 하나를 선반이나 의자 또는 교실의 어딘가에 둔다. 눈을 가리고 있는
학생에게 그 물품을 찾아보라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게 눈을 가리고 있는 학생이 앞으로
나아가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속삭여 주라고 한다. 학생이 그 물품을 찾으면,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한다. 두 학생 모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다음을질문한다.

• 여러분은 언제 성신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한다고 느껴 보았는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성신이었음을 어떻게알았는가?

여러분이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도 좋다. 학생들이 배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하라고권유한다.

관련된 경험 나누기
교사와 학생은 모두 교리나 원리와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목격한 타인의 삶에 일어난 경험들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은 교실에서 나누기에는 너무 성스럽거나 개인적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앨마서 12:9; 교리와 성약 6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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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성신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성신이 누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성신은 누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가르침을
계시한다.)

• 성신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면 왜 도움이되는가?

학생들에게 성신이 “여러분의 영에 전하는 대화는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는 어떤
대화보다도 더욱 분명하다.”(신앙에 충실함[2004], 81쪽)고 설명한다. 이 말은 곧 진리를
배우는 일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도자는 성신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 세상 사람들의 추론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성신을 인도자로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했다.

요한복음 16:16~33
구주께서 자신이 필멸의 육신을 떠날 것임을 언급하고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다

학생들에게 가족이나 친구와 잠시 작별을 해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어떤 말로 서로를위로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부재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6장 17~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떠날 것이지만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20~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며,
그분을 다시 뵐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말은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 예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분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약속하셨는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
크게 슬퍼하겠지만, 그분이 부활하시면 영속적인 기쁨을 느끼게 될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3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며, 그들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6장 3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와 문구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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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떤 단어와 문구를사용하셨는가?

• 33절에 따르면, 우리가 고난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으면서도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극복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분은 또한 온갖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 모두가
짓는 죄를 속죄하셨다. 그분은 삶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고,
평안을 얻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다시
살도록 온갖 장애물을극복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면 우리가 기운을 내고 평안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한
학생에게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머리를 들고 기뻐합시다. 비록 우리는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이를 아는 것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그분께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그분에게 큰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0~111쪽)

•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았기에 여러분이 기운을 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늘 쾌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라고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주님의 속죄 희생과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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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과

요한복음 17장
소개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겪기에 앞서 구주께서는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다. 그분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기를

간구하셨으며, 그들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7:1~8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아는 몇몇 유명 인사들을 말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들의 삶에서 삶에서 만난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한다.

• 누군가에대해아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아는 것사이에는 어떤 차이가있는가?

• 누군가를 정말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누구인가? 왜그런가?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들고 난 후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드리셨다고 설명한다.중보하다[intercede, 탄원하다,
중재하다]라는 단어의 한 가지 의미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영생을 위해간구하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7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 목록을 참조한다.

• 구주께서는 영생을 어떻게설명하셨는가?

• 3절에 기초해 볼 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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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해야 한다.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이다.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울 때,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모두 특정한 속성과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의미에서 그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께 있는 권능을 우리가 지니고, 그분이 이해하시는 진리들을 깨달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며, 그분의 삶과 같은 삶, 즉
영생을 누리게 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1965–73], 1:762)

•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에 대해 아는 것과
어떻게다른가?

• 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없는가?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될 수있는가?

요한복음 17장 4~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끝마쳤다고 하나님께 보고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전세에서
누렸던 것과 동일한 영광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요청하셨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7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구주를 알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구주를 알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학생들에게 8절에 나오는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에 표시하라고 권유할 수도있다.)

요한복음 17:9~19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7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는 이제 막 속죄를 수행하려는 시점에서 누구를 위해기도하셨는가?

• 사도들은 구주께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왜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칠판에요한복음 17장 11~18절을 적는다. 반원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그들에게 짝과
함께 이 성구들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내용에 표시해 두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사악한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음을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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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거하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 세상에거하되세상에속하지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 권고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세상에 살되’,
참여하십시오. 지식을 넓히십시오. 이해심 있게 아량을 베풀며 다양성을
감사하십시오. 봉사와 참여를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십시오. 둘째,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릇된 길을 따르지 말며 옳지 못한 일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

교회의 회원들인 우리는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조류에
수동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문제점을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텔레비전의 영향력”,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98~99쪽)

•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바라시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짝과 함께 다시 조를 이루어서, 다음과 같은 각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예를 하나씩 생각해 보라고한다.

1. 학교에서

2. 친구들과 함께 있을때

3.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자신들이 생각한 예를 반원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행동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눠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구주를 더 잘 따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7:20~26
구주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칠판 지우개를 털거나 흙이 담긴 그릇 속에 있는
물건을 파내는 등) 손이 더러워질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 학생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손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한다.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그 학생에게 손을 반원들에게 보이라고한다.

• 이 활동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남지는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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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왜 그러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그분의 면전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니파이전서 15:33~34참조])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7장 20~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학생들에게 20~23절에서하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라고 제안할 수도있다.)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속죄의 축복과 성신의은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속죄의 축복들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있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영어 단어인 Atonement(속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at-one-ment, 즉 나누어졌거나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35쪽)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왜 그분들과 하나가 되기를원하는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 잘 들어보라고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알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권유하신 바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요한복음 17:21 참조) …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찰 앞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부터 오는 위안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앎”,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3~4, 6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들과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간증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들과 자신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하라고한다.

그런 후 자신의 생각을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기록하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원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몇몇 학생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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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요한복음 17:3
학생들이요한복음 17장 3절을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성구가 나오는 성구
익히기 카드를 다음 주 동안에 가지고 다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성구를 보면서 소리 내어 연습하라고 한다. 외운 것을 가족 한 사람에게 암송해 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성구를 얼마나 암기했는지 보고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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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과

요한복음 18~19장
소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문한 후 재판과
유죄 판결을 위해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갔다.
빌라도는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18:1~32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문한 후에 그분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쓴다.

여러분은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염려하는 것이 도무지 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칠판에 쓴 질문에 대한 답을 몇몇 학생에게 들어본다.

요한복음 18~19장에 설명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각각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졌다고, 즉 서로 다른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설명한다. 칠판의 한쪽에는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라고 적고 다른 쪽에는빌라도의
관심사라고 쓴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8~19장을 공부하면서, 삶에서 어떤 관심사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한 가지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리들을 대동하고
그곳에 도착했다고설명한다.

• 무장한 일단의 관리들이 여러분을 체포하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보이겠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18장 4~11절과누가복음 22장 50~5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무리가 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이 사람들과요한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내게 주신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염려하셨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문구들을 칠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 아래에 열거한다.사도들을
보호하는 것, 종의 귀를 치유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8장 12~32절에 대한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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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그 관리들이 자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은 그분을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하나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으며, 그다음에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세
명의 사람이 각각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베드로는 세 번 다 그분을
모른다며 부인했다. 가야바의 심문이 끝난 후,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분을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데려가서 재판과 판결을 받게 했다. 로마 당국만이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재판은 성전 근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열렸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성경 지도 12,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을 펴서 안토니아
요새[지도에서 3번]를 찾아보라고 할 수도있다.)

요한복음 18:33~19:16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다
학생 두 명에게요한복음 18장 33~37절에 기록된 구주의 말씀과 빌라도의 말을 각각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수업 시작 전에 이 두 학생에게 자신이 읽을 부분을 찾아 두라고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직접 해설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학생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할지 고려해 본다. 이 학생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읽을 때,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원했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며 고발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한 경우 그분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선동죄, 즉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요한복음 19:12참조)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설명한다.

•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셨는가?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요한복음 18:36], 자신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요한복음 18:37]
지상에왔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8장 38~4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는 자신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38절]고말했다.)

• 39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엇을했는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으로데려갔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9장 4, 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못하였노라”)

•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기초해 볼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9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빌라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해설 부분을 읽었던 학생들에게요한복음 19장
8~11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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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자, 빌라도는 어떻게반응했는가?

• 만일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총독으로서 지닌 권한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일 빌라도가 군중의 요청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사람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빌라도도 역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마태복음 27장 1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조언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9장 12~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2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무엇을 하려고했는가?

•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학생들에게 가이사는 빌라도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빌라도는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명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성스러운 종교적 전통을 다소 더럽힌 적도 몇 차례 있었다. 빌라도의 그런 행위는
가이사에게 보고되었고, 가이사는 빌라도를 견책했었다. (제임스 이 탈매지,예수
그리스도, 제34장, 주해 7, 648~649쪽참조)

• 만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가이사의 “충신”(12절)이 아니라고 보고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만일 가이사가 빌라도를 충신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가이사는 빌라도의 총독 지위와 권한을 앗아갈것이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무죄한 구주를 놓아주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9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라도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빌라도는 어느 쪽을선택했는가?

• 이 선택은 빌라도의 가장 큰 관심사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 주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에서 “빌라도의 관심사” 아래에 다음 문구들을 적는다.자기 자신,
즉 자신의 지위와 권한)

• 빌라도가 무죄한 구주를 놓아주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에 두기로 결정한
것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에 두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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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에 두려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있는가?

비교 및 대조
여러 가르침과 인물, 또는 사건들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주목하면 교리와 원리, 경전
구절이 분명해지고 복음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지상 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공부하면서, 빌라도의
품성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9:17~4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다
요한복음 19장 17~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19장 25~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26절)는 사랑받던 자 요한으로도
알려진 사도 요한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26~2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누구를 염려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그분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돌보아 달라고 지시하셨다. 칠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 아래에
어머니의 행복과 안녕이라고적는다.)

가능하다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품성은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굶주릴 때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간파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영적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겪는 영적 고통을 보고 다가가 동정심을 보이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품성은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안으로 주의를 쏟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인데도 밖으로 시선을 돌려 손길을 뻗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참으로 덕성의 궁극적인 기준이라면, 세상의 구주는 그와
같이 일관되고 자비로운 품성의 완전한 모범이 됩니다.”(“The Character of Christ”
[Brigham Young University–Idaho Religion Symposium, Jan. 25, 2003], 2–3)

• 구주의 품성에 관하여요한복음 18~19장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타인을 도움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먼저 염려하려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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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타인을 도움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언제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필요 사항보다 타인의 필요 사항을
우선시함으로써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도 좋다.
학생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기록해 보라고한다.

요한복음 19장 28~42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음을 설명한다. 그런 후 요셉과
니고데모는 구주의 시신을 염하여 요셉이 기증한 무덤에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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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20장
소개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돌아온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빈

무덤으로 달려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며,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20:1~10
비어 있는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자, 그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오다
학생들이요한복음 20장을 공부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지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던 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감정 상태를 경험할 것같은가?

학생들이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며, 그날 늦은 오후에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로 봉해졌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후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지켰다는 점을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학생들이 경전 구절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기
경전 구절의 배경에는 경전 구절에 기록된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포함된다. 학생들이 이
배경을 이해하면 경전의 영감받은 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준비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각 저자의 세계를 최대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저자가 보았던 대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비극적인 금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라고한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끔찍한 금요일에 땅은 진동하고 캄캄해졌습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노렸던 악한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없으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분명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며 의기양양해했습니다.

그날,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탄과 절망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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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요일에, 사도들은 황폐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들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악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 의해 무력해진
그분을 어찌할 도리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금요일에, 인류의 구주는 굴욕과 상처를 입고 학대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암울했던 날이 바로 그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9~30쪽)

• 만일 여러분이 그 금요일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들었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워스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하지만 그 슬픈 날의 운명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30쪽)

학생들에게요한복음 20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슬픈 날의 운명은 지속되지
않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의 첫 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마리아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놓여 있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여겼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3~1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다른 제자”(3절)로 언급된 요한과 베드로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했는가?

• 8절에 따르면, 요한은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는
무엇을믿었는가?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요한은 구주께서 자신이 죽은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보게 된 요한은 그제서야 그 말씀을 기억해 냈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요한복음 20:8~9참조)

요한복음 20:11~31
부활하신 구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며,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11~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 누가 마리아에게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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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넨 이는누구였는가?

• 15절에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넨 이는 누구였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생각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 “나를 붙들지 말라”(17절)라는 문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기록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흠정역에는 ‘Touch me not[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 이것이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Hold me not[나를 붙들지
말라]’로 나온다. 그리스어를 번역한 여러 번역본에서는, 그 구절이 ‘Do not
cling to me[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더는 나를 붙잡지 말라’, 즉 ‘더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추정하며,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분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 혹은 그만 붙잡으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서 너는 나를 붙들 수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니라.’라는 뜻이었다고 여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The Mortal Messiah, 4 vols. [1979–81], 4:264)

• 1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셨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그녀의 말을 믿었겠는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않은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잘 믿지 못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마가복음 16:11참조)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중요한 교리를 배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다.)

• 20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들었는가?

한 학생에게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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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한없이 흐르던 눈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기도를 읊조리던 입술이 이제는 경이로운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망은
단지 새롭고도 놀라운 존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증거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들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30쪽)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고린도전서 15:20~22참조])

요한복음 20장 21~2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 주고 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성령을 받으라”(22)라고
말씀하셨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성스러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도가 누구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는누구였는가?

• 25절에 따르면, 도마는 자신이 믿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말했는가?

• 이 성구에 기록된 도마의 대답은요한복음 20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이 비어
있는 무덤을 보았을 때 보였던 반응과 어떻게달랐는가?

• 여러분은 왜 도마가 믿기 어려워했다고생각하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26~2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2:29)를 보여 주면, 학생들은 이

성구들에 기록된 대로 도마의 경험을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있다.

•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후에 어떤 선택을 하라고
권유하셨는가? (믿는것)

• 29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도마가 무엇을 이해하기를바라셨는가?

• 구주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는데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다음 질문들이 나오는
유인물을 한 장씩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는데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1.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도 왜 그분을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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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룹별로 이 질문들을 함께 토론하고 그 답을 유인물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답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예수께서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을 믿는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증거를 주신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0장 30~3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왜 요한은 이 사건들을 기록했는가? (생명[31절]이라는 단어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사도와 선지자들의 간증에 관하여 31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증거한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한 간증을 믿고 그
간증에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간증에 충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할 것임을나타낸다.)

• 사도와 선지자들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강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은 진리들을 적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지 결정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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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과

요한복음 21장
소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해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드셨고,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양들을

먹임으로써 나타내 보이라고 권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와 요한의 변화를 예언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21:1~17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갈릴리 바다)에서 몇몇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칠판에 커다란 하트를 하나그린다.

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하트 속에 두세 가지
적어 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사람, 소유물,
또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다 적고 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도 몇 가지 열거할 수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림)의 해변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경험이 있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우리가 칠판에 열거한 좋아하는 것들에 어떤 활동을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하트 속에고기잡이를적는다.)

•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은 얼마나 오래 물고기를 잡았는가? 그들은 물고기를
얼마큼잡았는가?

학생들에게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그 바닷가에있었는가?

•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알아보았는가?

•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 그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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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3년 전에도 그들은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누가복음 5:5]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던 이 갈릴리 사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누가복음 5:6]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며
잡은 것을 두 배에 나눠 담았으나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일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3쪽)

• 두 번째로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이 일은 제자들이 해변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같은가?

• 여러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
것같은가?

요한복음 21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제자들이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 올리려고 애쓸 때 요한은 해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으며,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계셨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이
구주와 함께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그들의 작고 낡은 배, 너덜너덜해진 그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153마리의 물고기 더미를 보시며”(“크고 첫째 되는 계명”, 84쪽)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제안할 수도있다.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하셨던 질문은무엇인가?

• 예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라고 물으셨을 때,
이[것]들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는 물고기 더미나
어부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미하셨을 수도 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그린 하트
가까이에 쓴다.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같은가?

왜 예수께서 이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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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여기서 다시,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것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냐? 베드로야, 내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며,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니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니라. … 그러므로 베드로, 이제 다시 한 번, 아마도 마지막으로 네게
부탁하노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충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내게 한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하라.’”(“크고 첫째 되는 계명”, 84쪽)

• 베드로의 경험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양을 먹일 것이다.)

•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먹이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와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고취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1쪽)

학생들이 방금 찾은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세 명에게 다음에 나오는 각 시나리오를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학생들의 필요 사항과 관심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각
시나리오를 낭독한 후에, 다음 질문들을한다.

1. 한 무리의 소년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청남에게 자신들 곁에 앉으라고 권하고, 그
청남은 그 소년들과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화를 하는 동안 그 무리의 소년 중
하나가 다른 소년 하나를 사람들 앞에서 놀리기시작한다.

2. 한 청녀는 축구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일주일 중 많은 시간을 축구를
하는 데 보내느라 가정의 밤이나 개인 경전 공부 등과 같은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이
거의없다.

3. 한 청남은 학업과 과외 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지낸다. 일주일 내내 그는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금요일 저녁이
돌아왔고,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하는데,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는 자신들의 방문 대상자 중 한 가족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같이 갈
수 있는지묻는다.

• 이 사람은 어떤 선택들을 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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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겠는가?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84쪽)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들의 양을 먹임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간증한다.

칠판의 하트에 열거된 항목들과 그 항목들 옆에 적은 다음 질문을 다시 언급한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이것들에 밑줄을 치고,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쓰기 활동
이따금 학생들에게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써 보라고 하면 생각을 깊게
하고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쓰기 과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영감을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만일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이것들”에 포함시켜 말씀하실 것같은가?

• 여러분은 그분의 질문에 어떻게답하겠는가?

•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보이겠는가?

요한복음 21:18~25
예수께서 베드로의 순교와 요한의 변화(translation)를 예언하시다
요한복음 21장 18~21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늙으면 “[그의] 팔을
벌[릴]”(18절) 것이며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음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구주와 같은 방식으로 죽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했다고 한다.(조셉 필딩 스미스,구원의 교리,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30쪽참조)

이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사랑받는 자 요한으로도 알려진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쭈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 무엇을 알게되었는가?

22절에 나오는머물게[tarry]라는 말은 지상에 살아서 남아 있게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변화된 존재로서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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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을 것이다. 변화된 존재란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들”(경전 안내서, “변화된 존재”, scriptures.lds.org)을말한다.

• 2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기를원하셨는가?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은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자신의 기록을 마치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알기를바랐는가?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 중에서 구주의 지상
성역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 사건, 또는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왜그런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 “날 따르라”(찬송가, 65장)와
같은 찬송가를 조용히 틀어 주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전과 수업 공책 또는 경전 학습
일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배운 진리를 몇 가지 떠올려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말해
달라고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과 속죄에
대한 기사가 참됨을 간증해도좋다.

제8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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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16~21장(16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복음 16~21장(16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에서 학생들은 성신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줄 수 있음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을 배웠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가르침을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날(요한복음 17장)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중보 기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함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속죄의 축복들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셋째 날(요한복음 18~19장)
학생들은 빌라도의 이기적인 표본을 살펴보며,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공부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타인을 도움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음을 배웠다.

넷째 날(요한복음 20~21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공부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음을 배웠다. 도마의 경험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는데도 그분을 믿는다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해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양들을 먹임으로써
나타내 보이라고권하셨다.

교수 제언
요한복음 21:1~17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갈릴리 바다)에서 몇몇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칠판에 커다란 하트를 하나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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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하트 속에 두세 가지
적으라고 한다. 여기에는 사람, 소유물,
또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다 적고 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도 몇 가지 열거할 수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림)의 해변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경험이있었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우리가 칠판에 열거한 좋아하는 것들에 어떤 활동을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하트 속에고기잡이를적는다.)

•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은 얼마나 오래 물고기를 잡았는가? 그들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잡았는가?

학생들에게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요한복음 21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제자들이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 올리려고 애쓸 때 요한은 해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으며,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계셨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갑게 재회한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전반적인 사도의 성역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분명히
베드로 개인에게도, 위대한 반석이라 불린 그가 헌신적인 봉사와 지도력을
발휘하여 장엄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작고 낡은 배, 너덜너덜해진 그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153마리의
물고기 더미를 보시며 선임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4쪽)

한 학생에게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제안할 수도있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6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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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하셨던 질문은무엇인가?

• 예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라고 물으셨을 때,
이[것]들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는 물고기 더미나
어부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미하셨을 수도 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그린 하트
가까이에 쓴다.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같은가?

왜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대답하게 하셨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주님은(여기서 다시,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것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냐? 베드로야, 내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며,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니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니라. … 그러므로 베드로, 이제 다시 한 번, 아마도 마지막으로 네게
부탁하노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충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내게 한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하라.’”(“크고 첫째 되는 계명”, 84쪽)

• 주님께서 베드로와 하신 대화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양을 먹일 것이다.)

•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먹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와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고취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1쪽)

반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세 명에게 다음에 나오는 각 시나리오를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각 시나리오를 낭독한 후에, 다음 질문들을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6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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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무리의 소년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청남에게 자신들 곁에 앉으라고 권하고, 그
청남은 그 소년들과 친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화를 하는 동안 그 무리의 소년 중
하나가 다른 소년 하나를 사람들 앞에서 놀리기시작한다.

2. 한 청녀는 축구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일주일 중 많은 시간을 축구를
하는 데 보내느라 가정의 밤이나 개인 경전 공부 등과 같은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이
거의없다.

3. 한 청남은 학업과 과외 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지낸다. 일주일 내내 그는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금요일 저녁이
돌아왔고,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하는데,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는 자신들의 방문 대상자 중 한 가족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같이 갈
수 있는지묻는다.

• 이 사람은 어떤 선택들을 할 수있는가?

•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겠는가?

한 학생에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84쪽)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들의 양을 먹임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간증한다.

칠판의 하트에 열거된 항목들과 그 항목들 옆에 적은 다음 질문을 다시 언급한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이것들에 밑줄을 치고,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만일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이것들”에 포함시켜 말씀하실 것같은가?

• 여러분은 그분의 질문에 어떻게답하겠는가?

사복음서를 마치면서, 구주의 지상 성역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 사건, 또는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거나 그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경전
학습 일지에 적었던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이것은 넷째 날 과에서 했던과제이다.

다음 단원(사도행전 1~5장)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누가 교회를 이끌 것인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오순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성신은 그날 일어난 기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베드로는 성전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권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16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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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소개
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및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사도들의
기록 및 사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사도행전은 어떻게 구주께서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에게 성신의 영감을 주시어 당신의 교회를 계속 이끄셨는지를 보여 준다. 성신이
사도들에게 진리를 계시하면, 계시를 받은 그들은 교회를 이끌고 가르쳤다. 사도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 학생들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사도행전 1:8)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지혜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고취될것이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부분으로 된 글 가운데 두 번째 것이다. 첫째 부분은
누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다.”(경전 안내서, “사도행전”,scriptures.lds.org; 또한누가복음
1:1~4;사도행전 1:1참조)

사도행전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인(사도행전 1:1참조), 주후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없다.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사도행전 1:1참조)

사도행전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약 30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이며(대략 주후 36~62년), 주로
베드로(사도행전 1~12장참조)와 바울(사도행전 13~28장참조)의 성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약전서의 여러 서한에 나오는 약간의 정보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쓴 서한들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배경을 알 수있다.

바울의 개종(사도행전 9장)과 이후 그의 선교 사업, 유대교로 개종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하여 베드로가 받은 시현(사도행전 10:9~16,
34~35),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르쳐진 교리들(사도행전 15장)은 초기 교회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것들이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었듯이,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은]” 후에 성역을 시작하라고 명하셨다. 사도행전에는 이 능력, 즉 권능이 성신을 통해
부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순절에 수천 명이 개종한 것을 시작으로 그 권능의
극적인 결과가 묘사되어 있다.(사도행전 2장참조)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는 각 개인과
회중에게 미치는 성신의 작용을 강조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다]”라는 말은 또한
사도들이 ”일반적으로 주님의 성전에서만 주어지는 특정한 지식, 권능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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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들을 받았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1:859)는 것을 의미할것이다.

개요

사도행전 1~2장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고
승천하신다.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울 사람으로 맛디아를
부른다. 오순절에 성신이 풍성하게 부어진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고, 약 삼천 명이개종한다.

사도행전 3~8장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치유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만
감옥에서 구출된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성역을 도울 사람 일곱 명을 부르며, 이 중 한 명인
스데반은 유대 공회 앞에서 간증하고 공회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역에서전파한다.

사도행전 9~12장사울이 개종하고 성역을 시작한다. 베드로가 시현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헤롯 아그립바 일세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사형에 처하고 베드로를투옥한다.

사도행전 13~15장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부름받는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나, 일부 이방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인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교회에 가입할 때 할례를 받을(또는 모세 율법을 계속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 바울(예전에는 사울로 불렸음)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떠난다.

사도행전 16~20장바울과 실라가 이전에 세웠던 여러 교회를 강화한다. 바울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사도행전 17:29)이라고 설파한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세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결정한다.

사도행전 21~28장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신다. 많은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립바 앞에서 간증한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난파된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복음을전파한다.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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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과

사도행전 1:1~8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그들이 온 땅에 나아가 당신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키셨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1~8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다
학생들에게 종교가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너희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니?”라고 묻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장 1~8절을 공부하면서, 누가 교회를 이끄느냐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진리를 한 가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펴라고 한다. 영문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온전한 제목은 “Acts of
the Apostles[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설명해 준다. 이 제목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질문한다.

• “Acts of the Apostles[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점을 알 수있는가?

사도행전은 신약전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구주의 속죄와 부활을 포함하여 그분이 지상에서 베푸신 성역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는 구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베푼 성역이
기록되어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기록되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며 1절에 언급된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도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를 위해 쓴 글이었다고 설명한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였다.(누가복음 1:1~4참조)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장 2~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사도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절에 나오는 “고난”은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을
의미하며, “확실한 많은 증거”란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보여 주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사도들과 함께지내셨는가?

• 예수께서는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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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선으로 간단하게 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또는 블록이나 찰흙으로 작은 집을
하나 만들 수있다.)

집을 반쯤 그렸을 때, 한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그 집을 완성해
보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그 집을 어떤
식으로 완성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다. 그 학생에게 지붕, 창문 몇 개,
조경을 그려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잠깐 동안 함께 작업한 후,
여러분은 교실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그
학생에게 계속 지시해 준다. 집이
완성되면,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으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이 집 그림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이 집을 그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과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방식을 어떻게 나타내 주는가?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게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더는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으셨지만 그 대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해주셨다.)

• 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사도들에게 밝히심으로써 교회를 이끄신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게한다.

“교회는 처음부터(최소한 사도행전의 첫 구절부터)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계속 인도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 정말, 사도행전의 더
완전한 제목은 ‘주님이 성임하신 사도들의 삶과 성역에서 성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

교회를 이끄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주가 계신 곳은 바뀌었지만, 교회를
이끄는 방식과 지도력은 정확히 똑같습니다.”(“Therefore, What?” [Church

Educational System conference on the New Testament, Aug. 8, 2000], 6, si.lds.org)

•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간증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 굳건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여러분의 경험도 이야기해 줄 수있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장 4~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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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약속하셨는가?

• 8절에 따르면, 성신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행할 권능을 줄것이었는가?

• 8절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은 사도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온 세상에 그분을 증거한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도록
15명의 특별한 증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부름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분에게서 택함과 위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따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Special Witnesses of Christ,”
Apr. 2001, 4)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다.

가능하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4쪽)을
복사하여 각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복사본
한 장을 여러 부분으로 작게 잘라서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그 복사본 또는
자신이 받은 부분을 조용히 읽으면서,
칠판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 읽고
나면, 한 학생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해서
서기 역할을 맡게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하고, 서기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그들이 찾은 답을 칠판에
열거하게한다.

• 이 선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있는가?

• 현대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 증거 또는 간증에 어떤 영향을미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구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있다.

•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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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은 우리가 구주의 증인이 되도록 어떤 식으로 도움을주시는가?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성신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 분 후에,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매우 성스럽거나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도록 성신이 돕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기회를 찾고, 자신이 증거하는 진리를
성신이 확증해 줄 것임을 믿으라고격려한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
신약전서 후반부의 개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 진리들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신약전서 후반부의 개요가
되기도 한다고설명한다.

•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서 당신을 증거할
것이라고예언하셨는가?

칠판에 다음을 적는다.사도행전 1~5장 = 예루살렘,사도행전 6~9장 =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0~28장 = 땅 끝(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Acts of the
Apostles”참조)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사도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런 후
땅끝에서전파했다.

학생들에게 성경에서 목차를 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신약전서에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기록서들을 살펴보라고 한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사도행전 9장, 13~28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개종과
성역에 관해 배우게 될것이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데살로니가인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펴고 지도상에서 데살로니가를 찾아보라고 한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편지 중 다수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특정한 필요 사항을
다루기 위해 쓰였다고 설명한다. 신약전에서 나오는 이 편지들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이다.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로여겨진다.

학생들에게 목차를 살펴보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쓰인 다른 기록서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은 성도들 이외에도 디모데, 디도, 빌레몬 등의 개인들에게도 편지를
썼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목차에서히브리서다음에 나오는 기록서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설명한다.
그 편지 중의 일부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시현이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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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세미나리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신약전서를 읽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에게 신약전서 전체를 읽으라고 격려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한 권의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들과
복음 교리 및 영원한 원리들을 … [알]게 됩니다. 또한 … 우리는 경전의 주요 인물들과 사건
및 가르침들을 순서와 시간, 전후 관계에 따라 배울 수 있게 됩니다.”(“생수의 보고”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7년 2월 4일], 2쪽, lds.org/broadcasts)

학생들에게 신약전서 후반부를 계속해서 스스로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성신의 도움으로 깨우침을 받고 더 큰 이해력을
얻도록 기도하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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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과

사도행전 1:9~26
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들과 그 외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가 되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사망으로 생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맛디아가 영감을
통해 부름받았다.

교수 제언

사랑과 존중, 목적이 있는 환경 조성하기
사랑과 존중, 목적이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다.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 재능, 어려움을 알아 가며 서로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12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참인가거짓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다음 문장들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 각 문장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표시해 보라고 한다. (주:수업의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각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고 하거나 답을 토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없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일에 지상으로 돌아오실것이다.

2. 재림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실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변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재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것이다.

각 문장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검토해도 좋다. (1)참(모세서 7:60참조), (2)거짓(조셉
스미스—마태 1:26;교리와 성약 101:23참조), (3)거짓(교리와 성약 49:22~23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마지막 때가 되면 일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재림에 대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음을
설명한다.(조셉 스미스—마태 1:22~25참조)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특정한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조셉 스미스—마태 1:37참조])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을 상기시킨다.(사도행전
1:3참조)예수님의 승천(복음 그림책[2009], 62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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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장 9~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여러분이 승천하시는 구주를 보았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 것같은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출애굽기 40:34참조)사도행전
1장 9절에 언급된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었으며(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Cloud”참조), 10절에 언급된 두 사람은천사였다.

•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어떤 말을전했는가?

•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사도행전 1:11) 다시 오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구주께서는 재림 시에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 산이었다고 설명해 준다.(12절참조)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드러내실 곳 중 하나는 감람 산으로,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설명한다.(스가랴 14:4;교리와 성약 45:47~53;교리와 성약
133:19~20참조) 이것은 그분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위대하고도 웅장한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다.(이사야 40:5참조)

• 구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실지를 아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사도행전 1:13~26
맛디아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부름받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포함해 여러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장
1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사도들이 몇 명이나 언급되었는지 세어 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그 당시에 사도들은 왜 열한 명뿐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마태복음 27:3~5참조])

사도행전 1장 15~20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 앞에 서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한다. 유다가 십이사도 중 한 명이었기에, 제자들은
새로운 사도를 택하기 위해모였다.

학생들에게 다음에 열거된 지도자들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운동팀의 주장, 지방 자치 단체장, 왕 또는 여왕, 회사의회장.

• 이런 지도자 직책에 오르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필요한가?

학생들에게 현재 구성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사진을 보여 주면서, 각각의
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선출하는 방법과 사도로 봉사할 사람의 자격 요건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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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그들에게 짝과 함께사도행전 1장 21~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새로운 사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제비 뽑아” (26절)라는 말은 어떤의미인가?

고대에 제비뽑기는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1:26참조; 또한잠언
16:33참조)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그 결과를 선택하셨다는
뜻이다. 좀 더 엄밀히 추측하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도 직분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표를 던졌다’는 의미 즉, 짐작하건대 ‘지지의
표’를 던졌다는 의미였을 것이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32)

• 21~22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새로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분의 성역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어야했다.)

• 24~25절에 기록된,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서 어떤 점이 눈에띄는가?

•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부름을 받는 방법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이 진리를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24절옆에 그것을 적어 둘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사도들은 세상의 지도자 선출 방식과는 달리,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는 점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현대의 사도들이 어떻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
학생에게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를 읽어 달라고한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 교회 회장으로서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한 계시 가운데 하나는 그가 회장으로 성별된
직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을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어졌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충실한 후기
성도이자 검증받은 지도자로 그와 평생 친구로 지내 온, 리처드 더블유 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랜트 회장은 이 문제를 그의 보좌들과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그 결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최종적인 확신을 했을 때 그는 종이쪽지에 그
친구의 이름을 써서 성전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갖는 주례 모임에 갖고 갔다.
그러나 사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가 이름을 제출하려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리처드 더블유 영이라는 이름을 발표하는 대신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멜빈
제이 밸라드라는 이름을 발표했다. 그랜트 회장은 나중에 이 경험에 관련하여 그가 받은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감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 가장 가까이 지낸
친구의 이름 대신 생소한 사람을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르던 날부터, 저는 제가 살아
있는 것만큼 분명하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
181~182쪽)

• 현대의 사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 묘사한 이 일화는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가르쳤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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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를 부르는 방식은 구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계속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통해 사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심으로써 교회를 이끄신다는 진리를
배웠다고상기시킨다.)

앞서 전시했던 살아 계신 사도들의 사진을 다시 가리킨다. 학생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거나
살펴볼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할애해도좋다.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살아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되었는가?

살아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간증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몇몇 학생이 자신의 답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보게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장 9~26절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들 중 처음 10개를 복습할 수 있도록, 다음 참조 성구와 핵심
단어들을 칠판에 적는다.(학생들에게 도표를 복사해서 줄 수도있다.)

마태복음

5:14~16
너희 빛이
비치게하라.

누가복음

24:36~39
부활한 몸은 살과
뼈로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1:28~30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3:5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마태복음

16:15~19
왕국의 열쇠 요한복음

14:6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태복음

22:36~39
주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사랑하라.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지키리라.

마태복음

28:19~20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베풀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것이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칠판에 적은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복습하게 한다. 한 명은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핵심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고, 그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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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참조 성구를 말해 보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 10개를 모두
복습할 때까지 서로 번갈아 가며 그렇게 하라고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각 성구
익히기 구절의 핵심 단어들과 그 옆에 빈칸이 있는 종이를 한 장씩 준다. 학생들에게 각
빈칸에 해당하는 참조 성구를 적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퀴즈를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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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과

사도행전 2장
소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신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방언의 은사를 축복으로 받았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사도행전 2:36)이시라고
선언하였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날 삼천 명가량이 개종하여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충실하게 남았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2:1~1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신으로 충만해지다
학생들에게 최근에 교회에서 말씀을 하거나 공과를 가르치거나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었던 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씀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울 수있을까?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장 1~13절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간증하는 것에 대해 걱정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여러 타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을 기념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고
설명한다. 유월절로부터 오십 일이 지난 후에 오는 이 명절에 사람들은 이 절기의 첫
수확을 기념하였다.(경전 안내서, “오순절”, scriptures.lds.org참조)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오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성신이 충만하게임함)

• 이날 성신이 충만하게 임한 일은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있는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3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 즉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을 나타낸다. 고대에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구주께서 약속하신 성신의 은사를 받았음을
나타내는것이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성신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성신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되었다.)

•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왜놀라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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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사도행전 2장 9~11절을 훑어보면서, 제자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방언을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민족 또는 국적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이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교재에 실린 지도를 전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11절에 따르면, 이 여러 무리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치는 것을
각자의 자국어로 들었다는 점을 짚어 준다.

• 오순절에 제자들이 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성신으로 충만해지면,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간증하도록 도울 것이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빈 컵 두 개와 물병 한 개, 쟁반 하나를 준비해
온다. 물을 흘릴 수 있으므로 컵들을 쟁반 위에 놓는다. 그런 다음, 한 컵에는 종이 또는
뚜껑을 덮어서 물을 따를 수 없게 하고, 다른 컵에는 컵 대부분을 채울 만한 크기의
(돌멩이 같은) 물건을 하나 넣는다. 한 학생에게 물병에 있는 물을 부어서 두 컵 모두 가득
채워 보라고한다.

• 컵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며 물이 성신을 나타낸다면, 종이(또는 뚜껑)나 돌멩이는
무엇을 나타내겠는가? 우리가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과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성신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간증을 나눌 때, 성신은 여러분을
어떻게도와주었는가?

칠판에 적은 원리에 대해 간증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성신의 동반을 구함으로써 이 원리를 적용하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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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장 12~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에
놀라워하였으나, 다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며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설명한다.

사도행전 2:14~47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누가
군중을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 군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한다.

•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
간증했겠는가? 왜그러한가?

사도행전 2장 15~35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제자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 및 그 밖의
영의 나타내심에 대해 이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 성취되고 그
의미가 드러난 예라고 말했다는 점을 설명한다.(요엘 2:28~32참조)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 왕의 말과 시편을 빌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간증을전했다.

다음 참조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사도행전 2:22~24, 29~33, 36

베드로가 가르치고 간증했던 중요한 진리들은무엇인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간증에서 어떤 점이 눈에띄는가?

사도행전 2장 36~38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제언을 참고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조별로 칠판에 적은 참조 성구들을 공부하고 그에 따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토론하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답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구주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묘사한 그림(예를 들어,부인하는 베드로, 칼 하인리히 블로흐,
LDS.org에 실려 있음)을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구주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요약해 보라고
한다.(누가복음 22:54~6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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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베드로,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 프레데릭스보르
성 국립 역사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복사 금지.

•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말과 행동은
구주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그가 보였던
행동과 어떻게달랐는가?

• 베드로가 이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영향
덕분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3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군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가 한 말은 군중에게 어떤
영향을끼쳤는가?

학생들에게 “마음에 찔려”라는 문구에
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을 때, 성신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찔렸다는 단어는 “완전히 꿰뚫렸다”는
의미로, 바로 그들의 민족과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을 말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신이
가르치던 여러 국적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은아니었다.

• 37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하였는가?

• 이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시작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28~4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게 한다.
패역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쳤는가?

• 41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치고 권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2장 42~4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떡을 떼며”(42절)라는
문구는 성찬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나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44절)라는
문구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였음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침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진심으로
개종했음을 보여 주었는가?(또한제3니파이 26:17~21참조) (한 학생에게 반원들의
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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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37~47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것이다.)

•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침례받고 개종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칠판에 열거한 것들을
살펴보라고한다.

• 복음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때 자신이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개종하도록 영이 어떻게 도왔는가? (교사가 삶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줄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성구 익히기—사도행전 2:36~38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장 36~38절을신앙개조 제4조와 비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2장 36~38절에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을 나타내거나 가르치는
단어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고, 조별로 이 각각의
원리와 의식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구주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말했는가?

• 여러분이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해하는 바에 기초하여 생각해 볼 때, 성신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준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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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3장
소개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었다. 그런 후 베드로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회개를 권했으며,
후일에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3:1~11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일이나 성탄절 선물로) 특정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선물로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하고,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들었던 기분을 설명해 보라고한다.

• 그런 경험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구하는 것에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던 응답이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3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는 응답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도움이 될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3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누구와 마주치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서 누구와 마주치게되었는가?

• 이 사람이 “구걸하[였다]” (3절)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이 적어도 40년 이상 걷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 이 사람이 40년간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그의 다리는 어떤 상태였을
것같은가?

반원들에게 자신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3장 4~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에서 어떤 점이 눈에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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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3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자]”(7절)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3장 1~8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중에서 “Peter and John Heal a Man

Crippled Since Birth[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함]”(3:21)를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이가능하다.

•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무엇을했는가?

•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래 구걸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나 축복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한다.

•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대하는 응답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도움이 될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는 각자 경전에서 6절
옆에 적어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한다
학생들이 경전에서 찾은 교리와 원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본 교재에 나오는 표현과 다르다고
해서 그 답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생의 말이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울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중요한 학습 체험을 하게끔 도울 수 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가? (예를 들어, 그분은 시련을 없애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견뎌 낼 힘을 주시거나 우리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실 수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기록된 기사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리라고 확언할 수는없다.

• 칠판에 적은 이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자신이 바라던 바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되었던 때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줄 수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3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사람의 치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은 이 사람의 치유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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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3:12~26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를 전파하다
학생들에게 성전에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도 있었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이따금 보았는데 이제 그가 치유를 받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짝과 함께사도행전 3장 12~16절을소리 내어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에 대해 군중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베드로는 이 사람을 치유한 것에 대한 공을 자기 자신에게돌렸는가?

• 베드로는 어떤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형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3장 17~21절을 소리 내어 읽되, 조셉 스미스 역에서 수정된 부분인
17절(“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도 너희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줄 아노라”)과 20절(“또 주께서는 앞서 너희에게 전파되었으나 너희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을 적용해서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3장 19~21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제언을 참고한다.

•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했는가?

학생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촉구했거나 동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3:14~15참조)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19]

… 그들은 이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기에,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없었다.”(History of the Church,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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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19~20절)라는 문구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이 문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이 정해진 시기, 즉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지상에 다시
보내시는 날인 인자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 그날에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신앙개조 제10조)
것입니다. 그날은 이사야가 보았던 ‘새 땅’(이사야 65:17)의 날이며, 복천년이
도래하면 땅에서는 사악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7, 43)

칠판에재림(복음 그림책 [2009], 66번;
또는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칠판에서 그림 가까이에새롭게 되는
날이라고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악이
제거될것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21절)라는 문구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만물을 회복하실 때”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문구는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배도의 기간 동안 하늘에
머무르시겠지만, 복음에 관계된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 지상으로 돌아오시게
된다. 또한 베드로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란 문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 지상을 방문하실 경우들을 묘사했다고 설명해준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일에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상을 방문하셨던 때는
언제인가? (학생들은 구주께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과 커틀랜드 성전[교리와 성약 110:2~5참조]에서 나타나셨다고 말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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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첫번째 시현(복음 그림책[2009],
90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칠판에서 그림 가까이에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쓴다.

• 21절에 따르면, 베드로 외에 누가
후일에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도행전 3장 22~26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모세와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2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고 간증했으며,
그분을 배척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경고했다(23절
참조)고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일에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상을 방문하셨으며, 지상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간증하고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사도행전 3:19~21
학생들이사도행전 3장 19~21절을 선교 사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도자가 “성경 어디에 복음이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이라고 나오나요?”라고묻는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사도행전 3장 19~21절과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전 구절 하나를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 “복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라고 해도좋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구도자 역할을 할 학생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한 조에게 그
구도자를 가르치는 선교사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다. 선교사 역할을 맡은 조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구도자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 답해 주라고한다.

제84과

487



제85과

사도행전 4~5장
소개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었고(사도행전 3장 참조) 그 후에 체포되었다.
산헤드린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되어 매질을 당했다. 교회 회원들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했는데, 그중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교수 제언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에게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신약전서를 공부하라고 권고한다. 그들에게
적절한 점검표를 주어 매일 공부한 것에 대해 보고하게 한다.(이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독서표 참조)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누도록
주기적으로 기회를 준다.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안함을 느끼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도행전 4:1~31
산헤드린 일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하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1.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한 허위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올린다.

2. 여러분이 속한 운동 팀의 감독이 경기 일정을 안식일로잡는다.

3. 대중적으로 지지받지만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충하는 사회적 논점에 대해 친구들이
여러분의 의견을묻는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나누거나 옹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우리의 신앙을 나누거나 옹호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울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5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건과 가르침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치유한 후에 그들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음을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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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사도행전 4장 5~6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경전 안내서,
“산헤드린”참조)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통치 의회 앞으로 끌려갔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산헤드린의 구성원 다수는 구주의 체포와 십자가형에 개입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일깨워준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했는가?

•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있었는가?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8~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전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장 8~21절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재판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2:51)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있다.

• 사도행전 4장 10~12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몇몇 진리들을 찾을 수도 있으나, 다음 진리를 확실히 강조한다.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 13절에 따르면, 공회는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워하였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장 8절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도록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왔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가 성신으로 충만해진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생각하는가?

• 8절과 13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본보기를 통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신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5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원리를 보여 주는 예를 더
찾아보라고한다.

• 18절에 따르면,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명령을내렸는가?

• 19~20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명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4장 23~28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에 여러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29~3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구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3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들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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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들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성신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이번 수업 초반에 언급했던 상황들 중 몇 가지를언급한다.

•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어떻게 담대해질 수있는가?

•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옹호할 수있는가?

•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성신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언제
해보았는가?

사도행전 4:32~5:11
교회 회원들이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한다.

1. 한 청소년 그룹은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그룹에
있는 한 청녀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 감독님과 접견을 해야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음을 알고있다.

2. 한 청남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한지에 대해 감독님의 질문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몇몇
실수에 대해 감독님에게 말하지 않고도 그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장 32절~5장 11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32~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했는가?

• 34~35절에 따르면, 그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 물질적인 소유물을공유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행동이 그토록 심각한일이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5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것이었는가?

• 베드로의 말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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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5장 5~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약을 깨뜨리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우리는,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그처럼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맺은
성약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도있는가?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부정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들어보라고한다.

“우리 시대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숨지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질식하고, 인간성이 메말라 가며, 자존심이 사라지고, 진실성이
없어집니다.”(“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성도의 벗, 1993년 6월호, 5쪽)

• 힝클리 회장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가? 이번 과에서 이
부분을 시작할 때 나왔던 시나리오들을언급한다.

• 시나리오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권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어떤 점을 알 필요가있는가?

• 주님의 종들에게 정직하면 어떤 축복들이오는가?

사도행전 5:12~4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했다는 이유로 투옥당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신문 기자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들에게사도행전 5장 12~32절의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약하는 기사 표제문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경전 구절에 담긴
배경을 이해하도록,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 명했음을 상기시킨다.) 각 성구 묶음 옆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따른다.

1. 사도행전 5:12~16(반원 전체가 이 경전 구절을 읽고 함께 표제를쓴다.)

2. 사도행전 5:17~23(짝과 함께 이 경전 구절을 읽고 표제를 쓰게 한다. 몇몇 조에게
그들이 쓴 표제를 발표해 달라고한다.)

3. 사도행전 5:24~32(개별적으로 읽고 표제를 쓰게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쓴
표제를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이 표제를 발표한 후에, 다음 질문을한다.

• 29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은 왜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했다고말했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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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5장에서 읽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이 공회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사도행전 4:8, 31참조],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사도행전
5:12~16참조], 천사를 보내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 내셨다.[사도행전 5:17~20참조])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그 사람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5장 33~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과
함께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예들을 더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5장 33~42절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에,사도행전 5장
12~42절내용을 복습하고 요약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5:38)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시청할 수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 41~42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주님께 계속
충실했는가?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함께하셨는가?

•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이번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오늘 가르친 진리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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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1~5장(17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사도행전 1~5장(17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사도행전 1:1~8)
학생들은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통해 사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심으로써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온 세상에 그분을 증거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이 과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 신약전서 후반부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둘째 날(사도행전 1:9~26)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기사를 공부하면서, 구주께서는 재림 시에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임을을
배웠다.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유다의 공석을 채웠는지에 대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도 배웠다.

셋째 날(사도행전 2장)
학생들은 오순절에 관한 기사를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성신으로 충만해지면,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간증하도록 도울 것이다.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된다.

넷째 날(사도행전 3~5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을 때,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 이 과에서 배운
원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소개

이번 수업은 학생들이 복음을 나누거나 옹호할 기회가 생길 때 담대하게 응하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4:1~31
산헤드린 일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하다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 할지 숙고해 보게 한다.(수업을 하기 전에 이
시나리오들을 칠판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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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한 허위 기사를 소셜 미디어에올린다.

2. 여러분이 속한 운동 팀의 감독이 경기 일정을 안식일로잡는다.

3. 대중적으로 지지받지만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충하는 사회적 논점에 대해 친구들이
여러분의 의견을묻는다.

학생들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나누거나 옹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5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건과
가르침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가르쳤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통치 의회 앞으로 끌려갔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산헤드린의 구성원
다수는 일찍이 구주의 체포와 십자가형에 개입했던 사람들임을 일깨워준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질문을했는가?

•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있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베드로나 요한의 처지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그리고
공회에 어떤 말을 했겠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8~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복음 4장 8~21절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비디오에 나오는 “재판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2:51)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영상은사도행전 4장 8~21절에 나오는 사건들을 묘사한다. 이 영상은
LDS.org에서 볼 수있다.

• 사도행전 4장 13절에 따르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놀랍게 여긴
까닭은무엇이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4장 8절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도록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왔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가 성신으로 충만해진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생각하는가?

• 8절과 13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본보기를 통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신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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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장 18절에 따르면,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명령을내렸는가?

• 19~20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4장 23~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에 여러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4장 3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들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이 성구에서 배운 것에 기초해 볼 때, 성신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이번 수업 초반에 언급했던 상황 중 몇 가지를언급한다.

•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앨마서 38장 12절을 참조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나눈다는
말은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바를 자신 있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느낄 수도 있으므로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보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성신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언제
해보았는가?

• 성신이 여러분을 도왔다는 것을 어떻게알았는가?

사도행전 5:12~4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했다는 이유로 투옥당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예루살렘 타임즈신문의
기자라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들에게사도행전 5장 12~32절의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약하는 기사 표제문을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경전 구절에 담긴 배경을 이해하도록,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했음을 상기시킨다.) 각 성구 묶음 옆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따른다.

1. 사도행전 5:12~16(반원 전체가 이 경전 구절을 읽고, 함께 표제를쓴다.)

2. 사도행전 5:17~23(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이 경전 구절을 읽고, 표제를 쓰게 한다. 몇몇
조에게 그들이 쓴 표제를 발표해 달라고한다.)

3. 사도행전 5:24~32(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읽고, 표제를 쓰게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쓴 표제를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이 표제를 발표한 후에, 다음 질문을한다.

• 사도행전 5장 29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은 그들이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했던 이유에 대해 뭐라고말했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

• 사도행전 4~5장에서 읽은 바를 기초로 하여,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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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이 공회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사도행전 4:8, 31참조],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사도행전
5:12~16참조], 천사를 보내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 내셨다.[사도행전 5:17~20참조])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그 사람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5장 33~4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과
함께하셨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예들을 더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5장 33~42절을 읽으라고 하는 대신에,사도행전 5장
12~42절내용을 복습하고 요약하기 위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5:38)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비디오는 LDS.org에서 시청이가능하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 41~42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주님께 계속
충실했는가?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함께하셨는가?

•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 이번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오늘 가르친 진리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을 삶에서
적용하라고한다.

다음 단원(사도행전 6~12장)
학생들에게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돌아오는 주에사도행전 6~12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하게
순교한 한 칠십인과 사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베드로가 고넬료에 관하여 본 시현은 교회에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는가? 사울(바울로도 알려짐)은 어떤 일을 계기로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는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구를보내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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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과

사도행전 6~7장
소개
사도들은 주님의 사업을 도울 제자 일곱 명을 성임했다. 그
성임된 제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에게 신성모독 죄를 씌워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변형되었다.

스데반은 구주를 배척한 문제로 유대인들을 꾸짖은 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런 뒤 그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교수 제언

교재 사용하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각 성구를 공부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살펴본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해당 경전 구절에 대한 교수 제언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의 필요 사항에 맞게 교수 제언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도행전 6:1~8
사도들의 성역을 돕도록 제자 일곱 명이 선택되다
학생들에게 가족이나 와드 회원, 또는 지역 주민 중에 현세적인 면에서 특정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드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여기신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6장 1~8절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시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6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관하여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로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었고, 히브리파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288)

• 헬라파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있었는가?

이 시기에 교회가 급속히 성장해서 과부를 비롯해 현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사도들은 “모든 민족”(마태복음 28:19)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었기에, 교회 회원들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일일이 돌볼 수가없었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6장 3~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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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 급증하는 필요 사항을 담당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이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어떤 자질들을 갖추어야 했는가? (학생들에게 3절과 5절에서 이 자질들을
언급한 문구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이 과정은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시는 것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도록 부름을 받는다.)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교회의 부름들을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이 적은 부름
중 몇 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이 부름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필요 사항을보살피는가?

•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도록 부름받는 사람들은 3절과 5절에 언급된
자질들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6장 7~8절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을 불러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지를 찾아 표시하라고
해도 좋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사도행전 6:9~7:53
스데반이 산헤드린으로 잡혀 와서 그들이 메시야를 거부했음을 증거하다
몇몇 학생에게 숙제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삶에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을 일어나 동작으로 표현해
보라고한다.

• 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거부하는가?

•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면 어떤 결말을 맞을 수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신을 통해 도우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6장 9절~7장 53절을 공부하면서, 성신을 거부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6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왜 그를 당해 내지 못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1절에 나오는매수하여라는
단어는 뇌물을 쓰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왜 그의 가르침을 당해 내지못했는가?

• 스데반은 어떤 죄목으로고소되었는가?

사도행전 6장 12~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스데반이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통치
의회에 끌려갔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6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에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15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스데반은
변형되었다. 이 성스러운 변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스데반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인정하셨음을 보여 주신 한 가지 방법이었다.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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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7장 1~50절에 대한 요약으로,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그에 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7장 35~3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데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를 어떻게 대했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5절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려고 왔을 때 그들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구해 낸 후에도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39절참조)

학생들에게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시킨다.(37절참조)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7장 51~5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데반은 그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51절에 따르면, 스데반의 시대에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묘사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점에서 비슷했는가? (그들은 모두 성신을 거부했다. “목이
곧고 마음[에] … 할례를 받지 못한”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죄 많은 교만과 사악한
마음을 뜻한다고설명한다.)

• 52절에 따르면, 옛 유대인들은 성신을 거부했을 때 누구를 배척하고 핍박했는가?
(모세를 포함한선지자들)

• 스데반은 유대인 공회가 누구를 배척했다고 말했는가? (“의인”[52절], 이는
구주를의미한다.)

스데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그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구주를 거부했음을 예증했다고설명한다.

• 성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신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도 거부하게 된다.)

• 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거부하게 되는가?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참됨을 증거한다. 따라서, 성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간증과 더불어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도 약해질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에서 성신을 거부하라는 유혹을 어떻게 받을 수도 있을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1)오락과 대중 매체를 고를 때, (2)데이트에 관한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지
여부를 선택할 때, (3)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회개의 원리들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때

•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들을 적용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성신의 영향력이 활발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 목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고, 그 목표를 성취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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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7:54~60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다
칠판에고난이라고 쓰고, 학생들에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그 단어 옆에 다음 정의를 적는다.큰 근심이나 고통을
일으키는것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왜 고난이 올 것임을 예상하고
있어야하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7장 54~60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스데반이 사악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꾸짖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54절) 화를
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7장 55~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스데반이 이런 박해를 받는 순간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스데반은 어떤 영향력으로충만해졌는가?

• 스데반은 누구를 보았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복음 그림책[2009], 63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 스데반의 시현에 관한 기사에서,
신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서로 다른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이시다.학생들에게 이
교리를사도행전 7장 55~56절옆의
여백에 적어 두라고 해도좋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7장 57~6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스데반이 드린 기도에서 어떤 점이
눈에띄는가?

• 왜 누가는 스데반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가] 자니라” (60절)라고 묘사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은 한 의로운 영혼이 지상 생활의 고난으로부터 쉼을 얻고,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감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42: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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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스데반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사도행전 7:55~56참조)

•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강화해 주셨는가? (스데반은 성신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구주를보았다.)

• 스데반의 경험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원리들을 찾아내겠지만, 다음 원리를
확실히 이해시킨다.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있는가?

• 비록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지만 무엇을얻었는가?

일반적으로 스데반은 기독교인 중 첫 번째 순교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와 구주는 둘 다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으며, 적들에게 맞서 진리를 선언했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죽을 때
남긴 말도 비슷하다.(누가복음 23:33~34, 46참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58절참조)

이번 수업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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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8장
소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자 교회 회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역을 베풀었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신권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관리에게로
인도하셨으며, 그는 빌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교수 제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세미나리에서 경전을 기초로 하는 각 수업은 특정한 개념, 주제, 교리, 또는 원리보다는 경전
구절들에 중점을 둔다. 이런 수업들을 통해 여러분은 경전 구절 속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 교리와 원리들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알아내고 이해하며 느끼고,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는 등,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8:1~25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역을 베풀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으로
신권을 사려고 하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라고한다.

• 그 돈으로 무엇을사겠는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 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7장에서 제자 스데반이 박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배웠음을 상기시킨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면서 그 결과로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 회원들은 무엇을했는가?

5절에 나오는빌립이라는 이름에 학생들의 주의를 돌린다. 빌립은 십이사도를 도와서
교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도록 성임받은 일곱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사도행전 6:5참조) 학생들에게 유인물 “사도행전 개요”(이
교재의 부록 참조)를 살펴보고,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구주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보게한다.

• 사도행전 8장 5절에 따르면, 빌립은 구주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기시작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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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라고한다.

•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도 어떤 일을수행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시몬이라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찾아보게한다.

• 이 성구들에서 시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악령의 도움이나 조종을 받아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마술[sorcery]이라 부른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82]고설명한다.)

• 시몬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끼쳤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13절에 따르면, 시몬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서 어떻게반응했는가?

사도행전 8장 14~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마리아로 갔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개종한
사마리아인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기를기도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8장 1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기사에서 성신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교리를 칠판에 적는다.성신의 은사는 침례를 받은 후에 권세를
지닌 신권 소유자의 안수례를 통해 부여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18~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시몬은 베드로에게 어떤 제안을했는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시했던 돈을 보여 준다. 그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였다면
시몬에게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20~2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권을 받는 것에 대해 베드로가 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0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신권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신권을 받기 위한 대가로 사도들에게 돈을 주었던 시몬은 신권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신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부여될 수 있다. 신권이 어떤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서정하신다.)

• 21~23절에 따르면, 시몬이 아직 신권을 받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 바르지 못하[였다]” (21절)고생각하는가?

• 이 기사에서 신권을 받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신권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성의
표준에 따라 부여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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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권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성의 표준에 따라서만 부여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사도행전 8장 25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설명한다.

사도행전 8:26~40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가르치고 침례를 주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때나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장소나 주제 또는 자신이 계발한 재능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8장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26~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립이 왜 가사로 갔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빌립은 왜 가사로갔는가?

• 빌립이 간 지역을 여행 중이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에디오피아 내시. 내시란 왕이나
여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였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Eunuch”참조])

•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있었다.)

교실 앞쪽에 의자 두 개를 마주 보도록 놓아 둔다. 자원하는 학생 두 명에게 다음에 나오는
기사에서 에디오피아 관리와 빌립의 역할을 각각 맡아 달라고 한다.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역할을 지명하고 연기할 준비를 하라고 말해 두는 것도 좋다.) 에디오피아 관리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빌립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는 문 옆에 서
있으라고 한다. 또 다른 학생에게 해설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한다.

이 학생들에게사도행전 8장 29~39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연기하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읽고 연기할 때, 다음과 같이한다.

1. 해설자가 32~33절을 읽으면, 학생들에게이사야 53장 7~8절을 상호 참조 성구로
사도행전 8장 32~33절옆에 적어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라고한다.

2. 해설자가 35절을 읽으면, 빌립의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 이 상황에서 구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반원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도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수있다.)

3. 해설자가 38절을 읽으면, 자원자들에게 침례받는 장면은 연기하지 말라고
부드럽게말한다.

자원자들이 이 활동을 마치면,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 29절에 따르면, 빌립은 왜 에디오피아 관리의 수레로 가까이나아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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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에 따르면, 그 관리는 자신이 이사야의 글을 깨닫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말했는가?

• 35~38절에 따르면, 빌립은 어떻게 그 관리에게 안내자가되었는가?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빌립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지시 사항을 따르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각자 쓴 내용을 반원들과 나누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다음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여러분의 친구는 다른 교회에 다닌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하라는 느낌을 받는다.

• 하굣길에 한쪽에서 울고 있는 한 청녀를 보게 되었는데, 잘 보니, 그 청녀는 몇 년간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와드 회원이다. 그 자매에게 말을 건네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이 위로하려고 하자, 그 자매는 자신의 문제들을 털어놓으며,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묻는다.

• 소셜 미디어로 알고 지내던 한 청남이 최근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가 최근에 올린 이런
글에 답글을 달아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유인물의 뒷면이나 공책 또는 경전 학습 일지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겠는지 적는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도 포함시킨다.

• 여러분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복음 진리를 나누겠는가?

• 이 사람에게 어떤 경전 구절을 공부해 보라고 할 것인가?

•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겠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 각자 짝에게 자신이 적은
내용과 왜 그런 방법으로 하려 하는지를 설명하라고 한다. 그런 후에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한다. 처음 두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 상황에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겠는지 연기해 달라고 한다. 그들이
도와주려는 사람 역할을 여러분이 맡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학생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그 시나리오를 연기해 보자고 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들을한다.

•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준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도움을주었는가?

•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준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도움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영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독려한다. 또한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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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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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과

사도행전 9장
소개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으며, 사울은
그 일로 눈이 멀게 된다. 아나니아를 통해 치유된 사울은
침례를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삼 년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으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사도들은 사울을 다소로 보낸다.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한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9:1~9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는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앞으로 성취할 최고의 것”,리아호나, 2010년 1월호, 16~21쪽)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떤 이유로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들,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경우가있습니다. …

사람들이 회개하게 합시다. 성장하게 합시다.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제프리 알 홀런드장로)

한 학생에게 칠판에 적은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질문한다.

• 누군가가 변하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지켜봐 주고 할 수 있다고 믿어 주는 것이
중요할 만한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을까?

• 자신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면서, 누군가가 변하고 성장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9장의 대부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사울에 대한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울은 그리스의 다소 시에서 태어났으며(사도행전 21:39 참조), 로마
시민권자였다.(사도행전 16:37 참조)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으며(로마서 11:1
참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사도행전 22:3 참조) 가말리엘은
저명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사도행전 5:34 참조)
사울은 바리새인이 되었고(사도행전 23:6 참조), “히브리 말”(아마도 아람어)과 헬라
말[그리스어]을 구사했다.(사도행전 21:37, 40 참조) 그는 후에 자신의 라틴어 이름인 바울로
알려졌다.(사도행전 13:9 참조) (경전 안내서, “바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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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중 한 가지는 경전 구절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맥락이란 특정 경전 구절이나 사건 또는 기사를 둘러싼 상황이나 그 배경 등을
말한다. 내용이란 경전 본문을 구성하는 인물, 사건, 설교, 그리고 영감에 찬 설명 등을
말한다. 학생들이 경전의 맥락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들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준비가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사도행전 7:58~59참조)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8장 1~3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는사도행전 9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대했는가?

• 사도행전 9장 1~2절에 따르면, 사울은 왜 다메섹으로 가고있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9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가 사울에게 나타났는가?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5절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to kick against the pricks]”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26:14참조—옮긴이)가시채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막대기라고 설명한다.(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보여 준다.) 여기에 나온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문구는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것을의미한다.

학생들에게영문 성경 6절에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라는 사울의 질문이 나온다고설명한다.

• 사울이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어떤 면을 알 수 있는가?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했다.)

사도행전 9장 7~9절에 대한 요약으로,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한다.(조셉 스미스 역,
사도행전 9:7[경전 안내서에 있음];사도행전 22:9참조) 사울은 시현을 본 후에 눈이 멀게
되었다. 그는 다메섹으로 이끌려 갔으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않았다.

• 자신이 사울이라고 상상해 본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면, 이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을 것같은가?

사도행전 9:10~22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치유를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9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다메섹의 교회 회원인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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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던 원래 목적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이 사울의 평판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라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서 어떤 생각이들겠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9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울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아나니아의 관점과 어떻게달랐는가?

•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사울이 무엇이 되어 어떤 일을 하도록 그를 택하셨는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문구는 사울이 자신의 성역에 예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준다.)

• 16절에 따르면, 비록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될것이었는가?

• 이 성구들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점에 관하여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여러 진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 진리를 분명히 강조한다.주님께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도울 우리의
잠재력을 보신다.이 진리들을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배경, 성격적 특성, 능력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업에서 그분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의 생각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9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 사울의 잠재력과 장래의 사명에 대해 듣게 된 아나니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무엇을했는가?

• 20절에 따르면, 사울은 침례를 받고 힘을 회복한 후에 “즉시로” 무엇을했는가?

사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증명해 준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9장 21~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게한다.

•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란 까닭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함과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이었음을상기시킨다.

•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또
변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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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자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학생에게 말랑말랑한 찰흙을 주고, 다른
학생에는 딱딱한 찰흙을 준다. (찰흙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에게 찰흙으로 만들기
활동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 다음, 활동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을 한다.) 자원자들에게
30초 정도를 주며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딱딱한 찰흙을 받은 학생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 그래도 계속 해 보라고격려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자원자들에게 각자 만든 것을 전시해 달라고 한다. 딱딱한 찰흙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그 찰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왜어려웠는가?

자원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딱딱한 찰흙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비유될 수있는가?

• 말랑말랑한 찰흙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 비유될 수있는가?

•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어떤 [사람]도 삶에서 바울이 했던 다음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Listen to a
Prophet’s Voice,” Ensign, Jan. 1973, 57)

학생들에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모두 기록해 두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다줄 방침을
추구하고 그 답을 이행하는 것입니다.”(“Listen to a Prophet’s Voice,” 57)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격려한다.

사도행전 9:23~31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자, 사도들이 그를 다소로 보내다
사울은 개종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머물렀으며,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갈라디아서 1:17참조)사도행전 9장 23~2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지만, 교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울은 개종하고 삼 년이 지난 후에(갈라디아서 1:18참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의 교회 회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않았기에 그를 맞아들이기를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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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부 교회 회원들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생각하는가?

사도행전 9장 27~31절에 대한 요약으로, 교회 회원인 바나바(사도행전 4:36~37참조)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사울이 본 시현과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교회 회원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형제로 맞아 주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다소로
보냈다.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 및 사마리아 지역에서 평화를 누리며성장하였다.

사도행전 9:32~43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하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한 학생은사도행전 9장 32~35절을 읽고, 다른 학생은
사도행전 9장 36~42절을 읽게 한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행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구제(36절)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행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짝과 함께 토론하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질문한다.

• 35절과 42절에 따르면, 룻다와 욥바에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성역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그들의 반응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의 영향력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믿도록 도울 수 있다.)

신권 축복을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한다.

• 36절과 39절에 따르면, 다비다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보살폈는가?

• “선행”(36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믿도록 어떻게이바지하는가?

• 누군가의 선행으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적은언제인가?

이번 수업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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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과

사도행전 10~11장
소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현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계시하셨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는 후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문제로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종식시켰다. 주님의 사업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0장
하나님께서 시현으로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계시하시다

학생들에게 친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너희 교회는
1978년이 되어서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에게 신권을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야?”

학생들에게 이 친구에게 해 주고자 하는 대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유의 사항:신권이 제한된 그럴듯한 이유를 추측하기보다는 교회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질문에만 답하게 한다. 또한, 왜 신권이 제한되었는지는 계시되지
않았기에 그 이유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공식 선언—2참조])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0~11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변경하시고, 지시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신약 시대의 이 시점까지 복음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다고
설명한다.(마태복음 10:5~6참조) 그러나 구주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성신이 임하면
복음을 “땅 끝까지”(사도행전 1:8)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따르던 방식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일어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상세한 묘사 부분을 찾아보라고
한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2절) 사람이었다고 설명해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주님을 경배하지만 유대교로 전향하거나 개종하지는 않은
이방인들을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모세 율법에 따라 철저히 생활하지는않았다.)

• 고넬료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인들을통솔했다.)

학생들에게 이 시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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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3~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제 구 시”[3절]이란 대략 오후 세 시라고설명한다.)

• 4절에 따르면,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가 드린 기도와 구제에 대해 어떤 말을전했는가?

• 천사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하라고지시하였는가?

사도행전 10장 7~8절에 대한 요약으로, 고넬료가 아랫사람 세 명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찾게 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시대의 성지”[성경 지도 11] 지도를 참조하게 하면
좋을것이다.)

이 사람들이 욥바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놀라운
시현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각 학생에게 작은 종이를 한 장씩 준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0장 9~1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들 성구에 묘사된 대로 베드로가 본 시현을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시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옆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이 활동을
마친 후에 다음 질문을한다.

• 이 시현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먹으라는 명을받았는가?

• 14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명령을 받고서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먹는 것을 금한다고
설명한다.[레위기 11장참조])

• 15절에 따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명하신 깨끗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뭐라고말씀하셨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본 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7절에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이 본 시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문구는무엇인가?

• 베드로가 자신이 본 시현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누가도착했는가?

• 영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말했는가?

사도행전 10장 21~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본 시현을 전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이튿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갔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25~2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8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교제에 관해 뭐라고말했는가?

•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이해하게되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9~33절에 대한 요약으로, 고넬료가 자신이 본 시현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넬료는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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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34~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요약하겠는가?

사도행전 10장 36~43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한 업적, 십자가형, 부활에 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간증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44~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할례 받은 신자들”(45절)이란 문구는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온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44~46절에 따르면, 베드로의 가르침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끼쳤는가?

•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왜놀라워했는가?

• 주님께서는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그에게 이방인에 관해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그들도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올 수있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0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리들을 찾아내도록, 그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유인물을 복사하여 나눠 주거나 그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그 질문들에 답해 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0장
•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사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에 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계시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셨던 지시에 대해 무엇을 하실 수도 있는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칠판으로 나와서 자신의 그룹에서 찾은 진리들을
적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적은 내용에 다음 진리들이 반영되어야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즉 선임 사도에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이끄신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계시와 이해력을 받을 수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과거에 지시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있으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위에 열거된 진리들 중 세 번째 진리가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귀 기울여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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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와 경험을 통해 교회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교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온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되었습니다.”(“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8쪽)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친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적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라고
한다. 그들에게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추가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원들과 함께 나누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나누고 간증할 기회 주기
학생들은 서로 가르치면서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통찰과 경험을 나누며, 신성한 진리를
간증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복음 교리와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설명하고 나누고 간증할 때, 성신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관련된 그들의 간증을 강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계속되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교리적 이해력을 넓혀 주실 수도 있으나(신앙개조 제9조참조), 그분의 신성한
본질, 속성, 성약, 교리,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이 당신의 뜻과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된다.

사도행전 11:1~8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종식시키다

• 교회 회원 중 일부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가 함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했다는
것은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변화였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못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1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행한 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베드로가 행한 일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11장 4~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자신과 고넬료가 받은
각각의 시현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다음, 자신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도 성신의 권능을 경험했다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1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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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7절)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을 기회를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주님의 뜻을 베드로는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1장 1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마치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제자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방법에 관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원리를 발견하겠지만, 다음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들을
확신 있게 지지하고 따를 수 있다.이 원리는 교회를 감리하는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기록으로 현대의 경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교리와 성약 28:2, 7; 42:11; 107:65~66참조])

• 여러분은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었는가?

•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이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선지자의 권고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사도행전 11:19~30
주님의 사업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사도행전 11장 19~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몇몇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온 지역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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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2장
소개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했다.
베드로는 처형 예정일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했다. 헤롯은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죽음을
당했고, 복음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 나갔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2:1~17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지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다

나침반을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린다. 한 학생에게 나침반의 작동법과 용도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므로,
나침반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칠판에서 나침반 근처에 X표시를 하고(단,
나침반의 N방위에 너무 가깝지 않은
지점에 표시할 것), 학생들에게 X표시가
소형 자석을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게한다.

• 이 자석은 나침반의 바늘이 작동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바늘이
자석의 N극에 방해를 받아 자석 쪽을
가리킬것이다.)

• 이 자석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미치겠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2장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우리의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한 가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날로 심해졌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 아그립바 일세가 어떻게 이 박해에 일조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한 패[quaternion]는 군인 네 명으로 구성된다고설명한다.)

• 헤롯은 칼로 누구를죽였는가?

• 3절에 따르면, 누가 야고보의 죽음을기뻐하였는가?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헤롯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 주려고 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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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Herod”참조) 칠판에 그린 X표시 가까이에 다음 미완성 문장을 적는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

•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려고계획했다.)

칠판에 있는 나침반 그림을 가리키며, 다음 질문을한다.

•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헤롯의 욕망은 자신의 인생 방향에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 헤롯의 예를 통해 배운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칠판에 적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경우들에 대해 숙고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2장 5~17절에 나오는 사건들을 연기해 보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베드로, 파수꾼 두 명, 천사, 로데, 마리아(마가의 모친)의 집에
모인 제자 한두 명의 역할을 연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 또는 또 다른 학생 한 명이
해설자를 맡을 수있다.

다양한 교수법 활용하기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많은 교사는 날마다 각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기꺼이
새로운 기법이나 접근법을 시도해 본다. 또한, 수업 중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교수법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설자에게사도행전 12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역할이 언급되는
학생들에게 낭독되는 부분을 연기하라고 한다.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경전 구절을 읽고 연기를 한 후, 잠시 멈추어 관련 질문을한다.

• 이때 교회 회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해설자에게사도행전 12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낭독되는 부분을 연기하라고한다.

• 베드로는 탈옥하는 동안 어떤 감금 장치나 장벽을통과했는가?

해설자에게사도행전 12장 11~1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낭독되는 부분을 연기하라고한다.

•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언제 깨닫게되었는가?

•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해설자에게사도행전 12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낭독되는 부분을 연기하라고 한다. 이 성구들을 다 읽고 연기를 마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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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누구 덕분이라고 여겼는가?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한다.[마태복음
13:55참조])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성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간절히 … 기도하더라”(5절)라는 문구에서 교회 회원들이 드린 기도의 열성과
진실성에 대해 어떤 점을 엿볼 수있는가?

• 이 기사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

이 원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구하는 바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는
개인의 선택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도포함된다.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자녀들의 뜻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과정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을 받기 위한 것이다.
축복을 받으려면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거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도는
일의 한 형태이며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높은 축복을 얻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rayer”)

• 이 설명에 따르면,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 한 가지는무엇인가?

•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 경험을 언제 해보았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발표해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학생들이 적은 것을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이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기적들을 얻기 위해 어떻게 더욱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2:18~25
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고,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 가다
사도행전 12장 18~22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튿날 베드로의 탈옥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그에 대한 책임이 파수꾼들에게 있다고 여겨 그들을 처형시켰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헤롯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찬사를보냈다.

제9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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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2장 23~2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되었는가?

• 교회 회원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교 사업은 어떻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 배운 진리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 진리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숙고하라고
하며 수업을마친다.

제9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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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6~12장(18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사도행전 6~12장(18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사도행전 6~7장)
학생들은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스데반이 했던
말과 순교에 관해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찾았다. 성신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도 거부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서로 다른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이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둘째 날(사도행전 8장)
학생들은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교리와 원리들을 배웠다. 성신의 은사는 침례를 받은 후에 권세를 지닌 신권
소유자의 안수례를 통해 부여된다. 신권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성의 표준에 따라 부여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날(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학생들은 다음을 배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도울 우리의 잠재력을 보신다. 또한, 다음 원리들도 배웠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믿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날(사도행전 10~12장)
학생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시현을 공부하면서 다음을 배웠다. 교회를 감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들을 자신 있게 지지하고 따를 수 있다. 또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

소개

하나님께서 시현을 통해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계시하셨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는 후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문제로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종식시켰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0장
하나님께서 시현으로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계시하시다

학생들에게 친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너희 교회는
1978년이 되어서야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남성에게 신권을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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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야?”

학생들에게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응답할지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유의 사항:학생들에게 신권이 제한된 그럴듯한 이유를 추측하기보다는 교회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질문에만 답하게 한다. 또한, 토론하는 동안 왜 신권 제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유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식 선언 2참조]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변경하시고, 지시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신약 시대의 이 시점까지 복음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다고
설명한다.(마태복음 10:5~6참조) 그러나사도행전 10장에서, 교회가 따르던 방식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일어난다.

학생들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관해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에,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수있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대한 요약으로, 고넬료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찾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고넬료의 종들이
욥바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놀라운 시현을
보았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9~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시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활동을 조금 바꿔서, 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해도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0장 9~1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들 성구에 묘사된 대로
베드로가 본 시현을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시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옆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둘 중 어느 활동이든 마치고 나면 다음 질문을한다.

• 이 시현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먹으라는 명을받았는가?

• 14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명령을 받고서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세
율법하에서는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먹는 것을 금한다고
설명한다.[레위기 11장참조])

•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명한 깨끗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뭐라고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7~28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이 본 시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하여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본 시현에 대해 말해 주었다. 다음날,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은 그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갔다. 사실상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거나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들어갔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이방인을 찾아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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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이방인을 찾아간 까닭은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9~33절에 대한 요약으로, 고넬료는 자신이 본 시현을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넬료는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게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34~3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게한다.

• 여러분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특징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 기사를 찾아보아도 좋다. “Race and the Church: All Are Alike
unto God[인종과 교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같음]”[mormonnewsroom.org/
article/race-church])

사도행전 10장 36~43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한 업적, 십자가형, 부활에 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간증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0장 44~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45절에 나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문구는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
온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44~46절에 따르면, 베드로의 가르침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성령 부어 주심”이라는 문구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신의
권능이 임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침례 후에 확인 의식을
통해 받는 성신의은사와는 다르다.[사도행전 8:14~17;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97쪽참조])

•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왜놀라워했는가?

• 주님께서는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그에게 이방인에 관해
무엇을계시하셨는가?

학생들이사도행전 10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리를 찾아내도록, 그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유인물을 복사하여 나눠 주거나 그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그 질문들에 답해 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0장
•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사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에 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베드로가 교회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계시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셨던 지시에 대해 무엇을 하실 수도 있는지에 관하여,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에게 칠판으로 나와서 자신의 그룹에서 찾은 진리들을
적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적은 내용에 다음 진리들이 반영되어야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1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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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즉 선임 사도에게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이끄신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점진적으로 계시와 이해력을 받을 수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과거에 지시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있으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찾은 세 번째 진리가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귀 기울여 보라고한다.

“주님은 이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와 경험을 통해 교회 관행을
바꾸셨으며, 제자들에게 교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온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가 확대되어 전 인류를 아우르게
되었습니다.”(“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8쪽)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 교회의 관례가 변경되는 것에 관하여 친구가 했던 질문에
대답으로 적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라고 한다. 그들에게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추가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원들과 함께 나누라고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계속되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교리적 이해력을 넓혀 주실 수도 있으나(신앙개조 제9조참조), 그분의 신성한
본질, 속성, 성약, 교리,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이 당신의 뜻과 당신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된다.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진리들에 대해 간증을 나눠 달라고 하고 수업을마친다.

다음 단원(사도행전 13~19장)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3~19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숙고해
보라고 한다.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왜 사람들은 환호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맞이했는가?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교회 회원들 간에 할례에
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며, 왜 그 문제를 사도들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아덴으로 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가르쳤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1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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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3~14장
소개
(전에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동반자인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지부들을 세웠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집중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3:1~13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를 꾸짖다
수업을 하기 전에, “아무런 반대가 없음”이라고 적은 표지판과 “끊임없이 반대가
있음”이라고 적은 표지판을 준비한다. 준비한 표지판을 교실의 양쪽 벽에 서로 마주
보게붙인다.

학생들에게 두 표지판 간의 공간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반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상상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두 표지판 사이에서, 모세가 겪었던
반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서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왜 그 지점을
택했는지 설명하게 한다. 이 활동을 되풀이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반대의 척도상에서 조셉
스미스의 경우를 나타내는 지점에 서 보고, 그런 다음에 니파이의 경우를 나타내는 지점에
서 보게 한다. 몇몇 학생에게 각 인물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인생에서 반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겪었던 반대는 그
척도상에서 어느 지점에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3~14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반대를 겪을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몇몇 선지자와 교사들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모였을 때 함께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사울(후에 바울로 알려짐)과 바나바를 불러야
한다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성별된 후에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으며,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거기서 섬 반대편에 있는 바보로 갔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과 구브로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좋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3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누가 사울과 바나바에게서 복음을 듣고자 하였는가? (그 지역 로마
총독인 서기오바울)

• 그 선교사들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할 때 어떤 반대에부딪혔는가?

사도행전 13장 9절시작 부분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언급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3장 9~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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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0절에서 바울은 엘루마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바울이 엘루마에 대해 신랄하게
말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이었다고설명한다.)

•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무엇을했는가?

• 12절에 따르면, 총독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함으로써 어떤 영향을받았는가?

• 이 기사에서 악마의 권능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권능은 악마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크다.학생들에게 이 진리를 경전에서사도행전 13장
9~12절옆에 적어 두라고 제안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악마의 권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해하면 삶에서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사도행전 13:14~43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간증하다
학생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지우고 싶은, 자신이 했던 실수 하나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반대는 우리가 죄받을 선택을 해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3장 14~43절을 공부하면서, 이런 반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3장 14~3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떠나 밤빌리아(현재의 터키)로 배를 타고 갔으며, 그 후에 그들의 동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 마가는 그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그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역인 수리아의 안디옥과 혼동하지
않는다.)으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남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주시라고간증했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3장 26~3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기를원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3장 38~3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39절에서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되어 [또는 사함을 받아]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경전 안내서,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scriptures.lds.org)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의롭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된다.

•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의롭게 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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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님은 …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통을 받으시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죄의 영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됩니다.(제3니파이 27:16~20 참조) 그러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됩니다.”(“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1~72쪽)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 경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는 누가 있는가? (몇 가지 예로, 바울과 앨마 이세, 이노스를 들 수있다.)

학생들에게 찬송가“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펴서 1절과 2절을 불러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작사자가 구주의 속죄와 용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 또는 종이에 적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 어떤 느낌이드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적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성신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격려한다.

사도행전 13장 40~4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많은 이방인이 바울에게
그다음 안식일에도 가르침을 줄 것을 청했다고설명한다.

사도행전 13:44~52
바울과 바나바가 늘어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다
그다음 안식일에, 거의 모든 시민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13:44참조)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그들에게사도행전 13장 44~52절을 함께 읽어 보라고 한다.
조별로 한 학생은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하고, 다른 한
학생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듣고자 모였던 이방인들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또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사도행전 13장 48절의뒷부분이 “믿는 자들이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성임되었더라”라고 수정되어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읽기를 마치면, 조별로 유대인들의 행동과 태도를 이방인들의 행동과 태도와
비교하고 대조해 보라고한다.

•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하는 말을 기꺼이 듣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주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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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들을 행하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주님은 왜 선한 사람들이 힘든 시련들을 겪도록
그대로두시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4장을 공부하면서, 이에 대한 답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4장 1~21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파하면서 참아 낸 몇몇 고난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 다음 성구를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선교사들이 어떤 고난들을 겪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1. 사도행전 14장 1~2절(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도록선동한다.)

2. 사도행전 14장 8~18절(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한다.)

3. 사도행전 14장 19~20절(바울이 돌에 맞으나 의식을회복한다.)

•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고난들을 견뎌 내야했는가?

•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이 고난들을 겪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같은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4장 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
경전이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는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경전에 나오는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에 속하는 것이다.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신중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교리와 원리를
찾아낼 때, 학생들이 그 진리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하게
언급해야 한다.

• 이 성구에서 바울은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충실하게 고난을 헤쳐 나갈 때,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

• 충실하게 고난을 견디면, 어떤 면에서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들이 충실하게 고난을 헤쳐 나갔을 때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매우 성스럽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원리를 잘 보여 주고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숙고하고, 고난 중에 가장
도움이 될 진리를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작은 카드나 종이쪽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자신이 선택한 원리를 적으라고 한다. 학생에게 고난이 닥칠 때 힘과 용기를
얻도록, 그것을 자주 볼 수 있는 장소(거울, 학교 사물함 등등)에 붙여 두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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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5장
소개
유대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온 교회 회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구원을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고했다. 예루살렘 회의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주후 49~50년경), 베드로는 할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바울은 실라를 선교 동반자로 삼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5:1~29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이 영감받은 협의를 통해 더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현재와 미래에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 몇 가지를 칠판에 열거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와 상의하는가? 왜 그 사람과상의하는가?

•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왜 현명한일인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지역
출신의 몇몇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몇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대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성약을 맺은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설명한다. “할례는 사내아이나 성인이나 모두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행해졌다.”(경전 안내서, “할례”, scriptures.lds.org) 할례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표시하거나 상기시키기 위해제정되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안디옥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내렸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그 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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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과 복음을 나눈 일을 이야기했을 때, 개종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고있었는가?

• 6절에 따르면, 사도와 장로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모였는가?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쓰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준다.

사도행전 15:7~11
1. 누가 일어나 말했는가?
2.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그들[개종한 이방인들]이나 우리[개종한 유대인들]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였다고 생각하는가?

3. 8절, 9절 및 11절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문구는 무엇인가?

반원들이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5장 7~11절을 짝과 함께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구절을 읽기 전에,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문구는 사도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의 답을 들어 본다. 학생들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나면,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상에 있는 선임 사도였으며, 따라서 주님을 대변하는 권한이
있었음을상기시킨다.

•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살아 있는 사도들은 계시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알리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12~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선언하자
군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군중은 베드로의 선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베드로의 선언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 15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누구의 말씀이 베드로(시므온)의 선언과
일치한다고말했는가?

베드로가 그 회의를 감리하였으며, 야고보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형제였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사도행전 15장 16~18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베드로의 선언이
경전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아모스 9장
11~12절을 인용하였다고설명한다.

• 야고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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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라고 한다. 19절에서의견이라는 말은 제안 또는 권고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143참조)

•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가?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19절] 즉, 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 가입 전에 모세 율법에 있는 의식들을
이행하라는 요구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고보는 베드로가
앞서 내린 결정을지지했다.)

• 20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모세 율법 중 어느 부분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한조항)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22~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가?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리기로했다.)

• 왜 사도들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보내기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은 다양하게 답하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사도들이 모두
합심하여 내린 결정을 통해 그런 공표를 하게 되었음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영감받은 지시 사항을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한다고설명한다)

•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영감받는 과정을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협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영감을 받는다.)

학생들이 이 진리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와 관련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교회
회장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기초하여 교리를 발표하거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교리적 해석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합동 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식 선언—2 참조) 평의회는 종종 표준 경전,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과거 관행을 살펴보는 일 등을 숙의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평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의회 구성원 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평의회는 이성과 신앙을 모두 동원하여
주님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그리스도의 교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8쪽)

•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할 때 자주 모여 함께 협의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제92과

531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일단 학생들이 경전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으면, 학생들이 그 원리와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진리들을 토론해 본다. 이런 토론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찾은
진리와 그 밖의 복음 원리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또한 생활
속에서 이 진리들을 적용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5장 28~2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와 장로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적었는가?

• 28절에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가로 정한
요건이라면 그에 순종할 필요가없다.)

• 28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알았는가?

사도들이 함께 협의할 때 성신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성신은 또한 그들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 나오는 28절의 기록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을 이해해야 한다.우리는 성신의 영감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진리들을 살펴보라고한다.

•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진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이 진리들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있는가?

• 여러분은 이 진리들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느낀 경험을 언제
해보았는가?

학생들에게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과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유한다. 그렇게 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설명한다.

사도행전 15:30~41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사도들의 편지를 안디옥에 있는 회원들에게 전달하다
사도행전 15장 30~41절에 대한 요약으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편지를
안디옥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장소를 함께 방문하자고 청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려가길 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다. 이 두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논쟁을 벌인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교 사업 동반자로 삼아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죄로 여겨질 일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의견 차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만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과 마가가 나중에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있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5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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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6장
소개
성신은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에게 마게도냐(그리스
북부)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바울은 한 여종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은 후에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날 밤, 그들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그 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6:1~15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칠판에 쓴다. (이 말씀은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리아호나, 1997년 6월호, 6쪽에 실려있다.)

“절대로 [영의] 속삭임을 미루지 [마십시오.]”(토마스 에스 몬슨회장)

• 속삭임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성신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인상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되겠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 주는 한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과 실라, 이방인 개종자인 디모데는 교회의
여러 지부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즉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회원들을 신앙 안에서 강화해 줄 결정을 알려 주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6장 6~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누가도 포함되었을 것임)은 여정 중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알았는가?

• 바울은 시현에서 무엇을보았는가?

•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은 바울이 본 시현에 대해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16장 11~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과 실라가 여러 날을 여행한 후에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펴서 빌립보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 좋다.)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도시를 떠나 강둑 근처로 갔으며,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시작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6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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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라고 한다. (“자색 옷감 장사”[14절]라는 문구는 루디아가 매우 비싼 자주색 염료를
팔았다는 것을 알려 주며, 이는 아마도 그녀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다는 뜻일
것이라고설명한다.)

• 루디아는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따랐다[attended]는 말은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는무엇인가?

• 우리가 계시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바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따른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인도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계시를 따를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인도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지금 준비된 사람, 우리가 오늘 돕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
그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과 지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영이 속삭이는 바를 듣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속삭임들은 올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개인의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개개인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복음을 찾고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찾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분의 복음을 나눌 것인지를 소망하고 또 진지하게 인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속삭이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8쪽)

• 옥스 장로에 따르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인도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로
인도되었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러분을 찾아 준 경험을 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누군가에게로 인도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모두 기록해 두고,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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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6:16~40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16장 16~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악한 영이 들린 “여종”(16절)을 만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점을 친다는 것은 미신적인 수단을 써서 미래를 예언하는, 또는
예언하려 애쓰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있다.

• 바울은 마침내 여종 안에 들어온 악한 영에게 무엇을행했는가?

• 바울이 여종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어떤 문제가생겼는가?

사도행전 16장 20~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여종에게서 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20절), 즉 지역 사법 관리들에게로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로마법을 따르지 말도록 가르쳤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
상관들의 명에 따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투옥되었으며, 걷지 못하도록 발에
차꼬가채워졌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6장 25~36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주고, 각 조에 종이를 한 장씩 준다. 다음 표를 칠판에 그린 후, 각 조에게 이
표를 종이에 똑같이 그리라고한다.

사도행전 16:25 사도행전 16:26 사도행전 16:27~28

사도행전 16:29~30 사도행전 16:31~32 사도행전 16:33~34

소그룹 과제
반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면 더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활동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한다. 시간 제한을 두면 학생들이 과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룹 활동 시간이 길면 그룹마다 서로 끝마치는 시간이 달라서 학생들이
무질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과제에 집중하고 과제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룹 사이로 오가면서 활동을 지켜본다.

조별로 표에 나오는 성구들을 소리 내어 읽은 후에, 여섯 개의 각 성구 묶음을 나타내는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 보라고 한다.(조별로 한 학생이 성구 묶음들 중 세 개를 나타내는
그림을 각각 그리고, 그 조의 다른 학생이 나머지 성구 묶음 세 개를 나타내는 그림을 각각
그릴 수 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학생들에게 다른 조 또는 반 전체에게 자기 조가
그린 그림을 보여 주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6장 25~36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다음 질문을한다.

•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답했는가?

• 그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했는가?

•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사도행전 16장 31~33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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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야 한다.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

구원이란 “육체적 및 영적 사망 모두에서 구함을 받는 것”(경전 안내서, “구원”,
scriptures.lds.org참조)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보이는가?

• 침례를 받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사도행전 16장 35~40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상관들은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는 전갈을 보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 로마
시민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임을 알게 된 상관들은 로마
시민에게 매질한 일이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알려지면 자신들이 벌을 받고, 잘못하면
처형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 주며 그 성에서 떠나 달라고청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 복습
교재에 실린 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올해에 지금까지 공부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복습한다. 표의 왼쪽 난에 나오는 질문이나 걱정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찾아보라고 한다.(표의 오른쪽 난에 답이 나와 있음)
질문이나 걱정을 무작위로 골라 소리 내어 읽어 주어도 좋다. 학생들이 성구를 찾으면, 그
성구 익히기 구절이 그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물어본다.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5:14~16

저에게 닥친 시련과 도전들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28~30

왜 선지자가 온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15~19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그 친구도 사랑하길 바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2:36~39

저는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점이 걱정돼요.

마태복음

28: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과 뼈로 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가복음

24:36~39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정말로 침례가 꼭 필요한가요? 요한복음

3:5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 다른 누군가를 따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6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그분께 보여 드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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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요한복음

17:3

성신의 은사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도행전

2:36~38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후일에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나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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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과

사도행전 17장
소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이 도시들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박해했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피신한다.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Mars’ Hill:

마르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해 가르쳤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7:1~15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저지하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1. 교회 회원인 한 청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다. 청남의 친구 중 몇 명은 그 사도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청남은 그 사도의 가르침이 참된지 여부를
스스로 알고 싶어한다.

2. 한 청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느낀다. 그녀의
친구들 대부분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고 잠을 자는 데 보내며, 교회에 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머니가 일요일에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설명해
주지만, 이 청녀는 여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않는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인지를 우리
스스로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 좋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7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사용했는가?

증언하다(3절)는 보여 주다, 또는 선언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바울은 경전 구절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거나 보여주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7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따르다는
모이다, 또는 함께하다라는 뜻이며,불량하다는 사악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떻게 상반된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17장 6~9절에 대한 요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낸 불량배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 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에게로 가서 바울의 가르침이 가이사의 권한을 위협했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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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7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피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12절에 따르면, 베뢰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다음 미완성 등식을 칠판에적는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믿음

• 11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일을 함으로써 바울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의 등식에서 첫 번째 빈칸에 다음 문장을 적는다.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실에 공을
준비해 오고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사람에게 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학생에게 공을 던지라고 지시한다. 그런 후에, 반원들에게 첫
번째 학생이 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물어본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학생에게 공을 받을 준비를 하지않도록하고, 다른 학생이 공을
다시 던지는 동안에도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한다.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른
학생에게 공을 던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첫 번째 학생이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본다. 두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지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안 된사람의
모습은 어떠할지 보여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경전을 덮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전자 기기에 한눈을 팔것이다.)

•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겉모습 외에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같은가?

칠판에 적은 등식의 두 번째 빈칸으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11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밖에 어떤 일을 함으로써 바울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의 등식에서 두 번째 빈칸에 다음 문장을
적는다.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날마다 경전을 상고했다.)

• 사도행전 17장 10~12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경전을 상고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나왔던 시나리오들을 다시살펴본다.

• 이 원리는 이 시나리오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진리를 믿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이 원리가 참됨을 목격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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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선지자, 지도자, 교사, 부모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경전을 읽으라고권유한다.

사도행전 17장 13~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베뢰아 사람들을 선동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또다시 피신해야 했고, 그는 아덴으로갔다.

사도행전 17:16~34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파하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 경전 사적지 사진 29번, “아덴”을 펴라고 한다. 이 사진은
아덴에서 거짓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몇몇 신전 중 한 곳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이런
신전 내부에는 사람이 만든 신들의 조각상이 있었다. 신전 외부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바쳤다.

사도행전 17장 16~21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아덴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에 대해
매우 염려했으며, 그곳의 회당과 시장에서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새로운 가르침”(19절)을 아레오바고에서 열리는 사법 평의회에서 설명해
달라고청하였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7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아덴의 한 제단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아덴의 한 제단에서 무엇을보았는가?

22절에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며 칭찬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매우 신앙심이 깊었다” 또는 “신성한 것들을 신중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23절)라고 새긴 제단은 아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 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을 달래고자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어떤
신도 불쾌하게 하거나 등한시하려고 하지 않았음이분명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게 한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이 제단을 언급했는가?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인 참된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그
글귀를인용했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거나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사도행전 17장 24~31절을
살펴보면서,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각 절의 번호(24~31)를 칠판에 열거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찾은 진리를 해당 절 번호 옆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진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성구가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면 찾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심이니라.”)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전에서 이 진리들을 찾아 표시해 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이
칠판에 열거하는 진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을것이다.

24절:하나님께서 세상을창조하셨다.

25절: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주신다.

26절: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다스리신다.

27절: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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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절:우리는 하나님의소생이다.

29절: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창조되었다.

30절: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명하신다.

31절: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것이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진리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진리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반원 중 몇 명에게 어떤 진리를 선택했으며, 왜 그 진리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하기
수업에서 어떤 교리와 원리들을 강조할지 결정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영감받은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어떤 진리들이 기본 교리이고 개종시키는 원리인지
숙고하고,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교리를가리킨다.

•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자녀들이다.)

•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있다.

•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나 혼동이 생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한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몇몇 현세적인 자질로 여러분을 특징짓거나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특징지어야 하는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인종, 직업, 신체적 특성, 명예, 종교 등 여타 모든 특징을
초월합니다.”(“How to Define Yourself,” June 2013, 48)

•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 왜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원리를언급한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있는가?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분을 찾고자 하는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에 계신다고 느껴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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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리 및 원리의 참됨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경전에서 복음 교리와 원리들을 찾고 이해한 후에, 영을 통해 그것들의 참됨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그러한 교리나
원리들과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고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32~3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32절)을 언급하자
아덴 사람들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믿는 사람들도있었다.

학생들에게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분을 알고
이해하도록 변화할 수 있다고 간증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종이나 카드에알 수
있는 하나님께라고 적은 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지 방법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목표를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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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8~19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의로운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바울은 성신에 대해 가르치며 기적을
행했다. 또한 그는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인 격노한
군중에게서 몸을 피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8:1~17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파하다
다음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해보았는가?

•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겪었는가?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나누게 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8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으며, 그곳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펴서 아덴과 고린도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좋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8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겪었는가?

• 바울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거절하자 어떻게
하기로마음먹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8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을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10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무엇을
하시겠다고약속하셨는가?

•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에 관하여 이
성구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임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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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격상 수줍음을 타거나 부름을 적극적으로 받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던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알았는가?

사도행전 18장 11~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계속
전파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일부 유대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트집 잡아 재판에 넘기려 하였으나
총독은 이 소송 사건을 받아들이지않았다.

사도행전 18:18~28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이해시키다
사도행전 18장 18~23절에 대한 요약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 갔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이 부부를 떠나 예루살렘 지역으로
간 후, 안디옥을 향해 북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이 여행은 3년이 걸렸으며 그가 이동한 거리는 약 4,828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안디옥을 떠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세웠던
지부들을 방문하여 회원들을강화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8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아볼로는 “주의 도” (25절)에 대해 무엇을 이미 알고있었는가?

• 아볼로는 어떤 지식이 부족하였는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 [뿐]”[25절]
충만한 구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못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8장 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무엇을했는가?

•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 (26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로써 아볼로의 지식과 이해력이확장되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8장 27~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도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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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에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도왔음을 나타내는 어떤 문구들이나오는가?

사도행전 19:1~20
바울이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고 기적을 행하다
바울이 여러 곳을 여행한 후에 에베소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9장 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교리를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도왔는가?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시로 발행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왜 침례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어떤 유대인 교파에서는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으나 그들이
따라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것을 잊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개종자들이 처음 받았던 침례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기쁘게 침례를 받았으며, 안수를 받은 후에 약속에 따라
여러 은사들을 받았다.”(“Baptism,” Times and Seasons, Sept. 1, 1842, 904에 실린 사설;
조셉 스미스는 이 정기 간행물의 편집장이었음.)

• 에베소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무엇인가?

•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는 침례에 관한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들을 찾아내도록 돕는다.침례는 반드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집행해야 한다.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신을 받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침례를 줄 때 그것이 죄 사함과 성신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래주머니를 침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95쪽)

사도행전 19장 7~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계속
전파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9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어떤 기적들을행하셨는가?

• 하나님께서 권세를 지닌 종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 기사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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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권세를 지닌 종들을 통해서이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9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악귀를 내쫓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한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악한 영은 누구를 알아보았는가? 악한 영은 누구를 알아보지못했는가?

• 왜 악한 영은 스게와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받지않았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9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마술”(19절)은 요술과 사악한 행위를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버리기
위해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책들을불태웠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버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

• 우리가 고백한 죄를 버리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런 죄를 짓도록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학생들이 각자 삶에서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 수업 동안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고 원리나 교리를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학생들이 원리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때, 영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사도행전 19:21~41
거짓 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헐뜯고 시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사도행전 19장 21~41절에 대한 요약으로, 로마의 거짓 신인 아데미에 대한 숭배는
에베소의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바울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데 반대되는 가르침을 펼치자, 아데미의 신전과 신상을 만들던 기능공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 맞서게 했다. 사람들은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2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내 연극장에 모였다. 바울이 군중에게 설교를 하려
했으나 몇몇 제자들과 지역 관리들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며 그를 설득했다. 결국
서기장이 군중을 진정시켰고, 그들은 해산하였다. 바울이 보호를 받은 일은 사악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좌절되지 않는가를 보여 주는 예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 시기에[주후 57년경] 에베소에서바울은 고린도전서를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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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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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13~19장(19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사도행전 13~19장(19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사도행전 13~14장)
학생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술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악마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배웠다.
바울이 구주와 고난에 대해 가르쳤을 때, 학생들은 다음 원리들을 찾아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충실하게 고난을 헤쳐 나갈 때,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다.

둘째 날(사도행전 15장)
학생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해 공부하면서, 주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 경전 공부, 그리고
성신의 영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협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영감을 받는다는 것도 배웠다.

셋째 날(사도행전 16~17장)
학생들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업에 관한 기사에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따르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로 인도될 수 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경전을
상고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넷째 날(사도행전 18~19장)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기사를 통해, 학생들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학생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치유한 기사에 관해
공부하면서, 다음을 배웠다. 유효한 침례가 되려면 반드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집행해야 한다.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신을 받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권세를 지닌 종들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

소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Mars’ Hill: 마르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르쳤다.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 중 몇 가지와
그분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17:16~34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파하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 경전 사적지 사진 29번, “아덴”을 펴라고 한다. 이 사진은
아덴에서 거짓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던 몇몇 신전 중 한 곳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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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는 사람이 만든 신들의 조각상이 있었다. 신전 외부에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바쳤다.

교회 회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적대적인 유대인 무리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아덴으로 보냈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17:13~15참조)사도행전 17장
16~21절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으며, 그곳의
회당과 시장에서 가르쳤다. 그러자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새로운 가르침”(사도행전 17장
19절)을 아레오바고에서 열리는 사법 평의회에서 설명해 달라고청하였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17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아덴의 한 제단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아덴의 한 제단에서 무엇을보았는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며 칭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신성한 것들을 신중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알지 못하는 신에게”(사도행전 17장 23절)라고 새긴 제단은 아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 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을 달래고자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어떤 신도 불쾌하게 하거나 등한시하려고 하지 않았음이분명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게 한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이 제단을 언급했는가?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인 참된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그
글귀를인용했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거나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사도행전 17장 24~31절을
살펴보면서,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각 절의 번호(24~31)를 칠판에열거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찾은 진리를 해당 절 번호
옆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이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진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성구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면 찾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심이니라.”)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이 진리들에 표시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들이 칠판에
열거하는 진리들 중에 다음이 포함될것이다.

24절:하나님께서 세상을창조하셨다.

25절: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주신다.

26절: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다스리신다.

27절: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것이다.

28절:우리는 하나님의소생이다.

29절: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창조되었다.

30절: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명하신다.

31절: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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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진리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진리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반원 중 몇 명에게 어떤 진리를 선택했으며, 왜 그 진리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진리를가리킨다.

•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자녀들이다.)

•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있다.

•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나 혼동이 생길 수있는가?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의
사본을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그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
보거나 찾아보라고한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몇몇 현세적인 자질로 여러분을 특징짓거나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특징지어야 하는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인종, 직업, 신체적 특성, 명예, 종교 등 여타 모든 특징을
초월합니다.”(“How to Define Yourself,” June 2013, 48)

•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 왜중요한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진리를언급한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있는가?

•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다고 느낀 적은언제인가?

사도행전 17장 32~3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사도행전 17장
32절)을 언급하자 아덴 사람들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믿는 사람들도있었다.

학생들에게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분을 알고
이해하도록 변화할 수 있다고 간증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종이나 카드에알 수 있는
하나님께라고 적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지
방법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목표를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권한다.

다음 단원(사도행전 20장~로마서 7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에서 “바울이 누구를 죽음에서 살렸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되고, 배가 난파되어 어느 섬에서 독사에 물렸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반원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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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심문을 받는 동안 아그립바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사도행전 26:28)라고 말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권한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게 될 것이라고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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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과

사도행전 20~22장
소개
바울은 소아시아(현재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에베소 근방 밀레도에 머물면서 장래에 닥칠 배도에 대한
경고를 전했으며, 신권 지도자들에게 교회 회원들을
교화하라고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체포되었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로마 군대의 주둔지) 층대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20:1~21:40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성역을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를 맞고 체포되다
학생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떠나
있어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 또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마음이어떠했는가?

• 떠나기 전에 서로 어떤 인사를나누었는가?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동안 마게도냐, 헬라[그리스], 소아시아에서 머물렀다고
설명한다. 여행 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여행
도중에 여정을 멈추어 교회 회원들을 가르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 새로운 안식일(일요일)에 바울과 제자들은 성찬을 취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사도행전 20:7참조) 그런 후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밤중까지 길게강론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0장 9~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강론하는 동안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유두고에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바울은 이 청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 바울의 행위는 어떤 점에서 구주의 성역과 닮아있는가?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동안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보내며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풀었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20장 13~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에베소 바로 외곽에 있는 밀레도에 들렀으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만나자는 전갈을 보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0장 18~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의 봉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선교사로서 자신의 봉사에 대해 어떻게설명했는가?

• “거리낌이 없이”(20절) 가르쳤다는 바울의 말은 무엇을의미하겠는가?

• 23절에 따르면,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기꺼이 마주하려고했는가?

바울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를 배반자로 여겼다고설명한다.

• 22절에 따르면, 왜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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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경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하기
학생들이 경전 구절들을 분석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 그들은 경전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줄거리의 세부
내용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리와 원리들을 찾아낼 준비가
될 것이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20장 24~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4절에 따르면,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할 각오가 되어있었는가?

• 바울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행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는가?[영문
성경에는 “증언하는 일을” 다음에 “기쁘게[with joy]”라는 말이 들어있음—옮긴이]

• 우리는 봉사에 대한 바울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참된 종들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느낀다.)

• 여러분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뜻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생활에서 적용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 또는 아는 사람이 온 열정과 힘을 다해 주님께 봉사하여 큰 기쁨을
맛보았던 때를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했음을상기시킨다.

• 여러분이 바울의 처지에 놓여 있고,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 떠나기 전에 어떤 조언을하겠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0장 28~31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경고했는가?

바울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속이려 하는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하였다고설명한다.

• 진리에서 돌아서고,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끌어 내려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무엇인가? (배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차 교회 안에서
일어날 배도에 대해 경고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떠날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사도행전 21장 1~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여행하였으며,
도중에 여러 지역에 들러 교회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바울이 두로에
들렀을 때, 몇몇 제자가 그의 안전을 염려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며
만류하였다.(사도행전 21:4참조)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지를 예언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1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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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가보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찾아보게 한다. (띠라는 단어는
허리띠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1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그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게한다.

• 바울의 동반자들은 그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울의 반응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는가?

• 주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참된
종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겠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치러야 했던 희생에 관계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경험을
여러분은 언제 해 보았는가? 그 일을 기꺼이 했던 이유는무엇이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1장 17~40절에 대한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바울이 성전으로 갔을 때, 그가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임을 알았던 일부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서 그가 모세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친 거짓 교사이며
부도덕하게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이 일자, 폭도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여 그를
심문하고자 데리고 갔다.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 층대 위에서(경전 안내서 성경 지도 12,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참조) 군인들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청했다.

사도행전 22:1~30
바울이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칠판에개종이라고 쓰고,개종한다는 말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바꾸거나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은 얼음으로 바꿀 수 있다.) 학생들에게 복음으로 개종할 때 어떤
종류의 변화가 따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2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층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사람이었는가?

다음 질문들과 참조 성구들을 칠판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눠 준다. 학생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질문을 하나씩 지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지정받은 질문
옆에 나오는 성구를 조용히 읽고 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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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은 자신이 최초로 보았던 시현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사도행전 22:6~9)

2. 바울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22:10~11)

3.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되찾았는가? (사도행전
22:12~13)

4.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 어떤 예언을 했는가? (사도행전 22:14~15)

5.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사도행전
9:18; 22:16)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학생들에게 답을 말해 달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바울의 개종
과정에 대해 배운 것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 (바울은 처음으로 시현을 보았던 때로부터
선교사 봉사를 시작할 때까지 3년의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는데, 아마 이 시기에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성장했을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갈라디아서 1:11~18참조])
그런 후 다음 질문들을한다.

• 바울은 개종한 후에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다고생각하는가?

•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변화가 생기게되었는가?

• 우리가 어떻게 개종될 수 있느냐에 대해 바울의 개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개종할 수 있다.)

• 이 원리는 개종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오스카슨 자매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것과 복음으로 진정한 개종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설명했다.

“진정한 개종은 복음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이며,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있지만,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개종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 것입니다. …

개종은 우리가 가정과 공과 교실에서 배우는 의로운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개종은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성신과 동반할 때

이루어집니다.”(“돌이키라”,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6, 77쪽)

다음 질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거나 칠판에 적는다.나는 어떻게 복음으로 진정한 개종을
할 수 있을까?학생들에게 자신의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사도행전 22장 17~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군중을 향해 자신의 개종 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셨다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그러자 군중은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쳤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끌려갔는데, 그는 바울에게 매질, 즉 채찍질을 하라고 했다. 이
처벌은 보통 범죄자를 욕보이고 심문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그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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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아니[한]”(25절) 로마 시민을 결박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통치 의회인 산헤드린으로 바울을 데리고갔다.

사도행전 20~22장에서 가르친 원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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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3~26장
소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일단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으며, 거기서 그는 여러 로마 지도자들 앞에서

거짓 고소에 맞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23~25장
바울이 박해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어 둔다.하나님의 계명과 축복.테이프나 줄로
교실의 한 구역을 표시하고, 이 구역 안쪽 바닥에 그 종이를 놓아둔다. 수업을 시작하면,
한 학생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축복을 나타내는 그 구역에 서 있으라고한다.

•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준수함으로써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있는가?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축복을 나타내는 그 구역에서 밖으로 나오라고한다.

•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꾀어내는
세상의 영향력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은
최근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3~26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 밖에서 체포되었고,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끌려왔음을 상기시킨다.(사도행전 21:30~33; 22:23~30참조)사도행전 23장 1~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받고 투옥되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3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하셨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18장 9~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는 바울이 당신의 사업을
할 때 그와 함께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문구에 표시하고사도행전 18장 9~10절을 상호 참조 성구로서 11절
옆의 여백에 적어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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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3장 12절~25장 27절에서,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 일당에게서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가이사랴로 보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밝혔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그를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두었다.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갈릴리 바다
북동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립바 왕은 베스도를 찾아와서 바울의 진술을 듣고자 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으로 끌려갔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26장 4~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게한다.

•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 어떻게설명했는가?

그러고 나서 바울은 구주의 시현을 들려주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6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설명하는 문구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기업[inheritance](18절)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어떻게 하면 어둠과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빛과 계명과 축복으로
향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6장 19~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18절에 언급된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0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문구는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고설명한다.

• 20절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쳤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

• 18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칠판에 적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의
답을 요약하여,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삶에서 사탄의 힘을 극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경전의 맥락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때, 그 안에 담긴 원리와 교리들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된다. 분석을 요하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거기서 찾은 원리나 교리들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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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이 말씀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섭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대부분 책망하는 음성이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 가득한 호소입니다.[힐라맨서 7:17 참조] 이러한 권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권유는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고, 더욱 고결한 삶을

살고, 변화하고, 계명을 지킬 때 얻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줍니다.”(“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쪽)

• 앤더슨 장로에 따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6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기
위해…

학생들을 둘씩 짝 지운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6장 24~28절을 짝과 함께 읽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이 구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간증을 듣고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 비교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짝과 함께 읽고 토론할 때, 다음
표를 칠판에 그린다.(각 제목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적지않는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반응

베스도 아그립바 왕

큰 소리로 말했다

바울이 미쳤다고 말했다

바울을 미쳤다는
이유로비난했다

“네가 … 나를 …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말했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각자 찾은 내용을 적어 보라고
한다.(학생들의 답은 위에 나온 도표의 문구와 유사해야한다.)

• 베스도의 반응을 보면, 그가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가?
(학생들이 “베스도” 제목 아래에 적은 내용에믿지 않음이라는 단어를추가한다.)

• 27절에 따르면,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가? (“아그립바
왕” 제목 아래에선지자들을 믿음이라는 말을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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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했던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얼마만큼 헌신하려
했던 것 같은가?(28절참조[가능하면 영문 성경을 함께 참조할 것—옮긴이])
(“아그립바 왕” 제목 아래에완전히 헌신하려 하지 않음이라는 말을추가한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6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그립바 왕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하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왕을 비롯해 자신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원했는가?

• 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다고생각하는가?

• 아그립바 왕이 개종하는 데에는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다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려면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에 따라 생활하는 데 온전히 헌신해야만 한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어린 두 형제가 맑고 푸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좁은 절벽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이빙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직접 해 보면 기분이
어떨지 둘이서 자주 얘기를 나누던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 다 다이빙을 해 보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발을 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벽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뛰어내리려고 몸을 숙이려 할
때마다 저 아래는 더 멀게만 느껴졌고 용기는 순식간에 사그라졌습니다.

마침내, 그 중 한 명이 절벽 끝으로 한 발을 내딛고 과감히 앞으로 나가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형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아무래도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발을 내디딘 소년의 몸은 이미 절벽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결심했어!’

물속으로 첨벙 들어간 소년은 재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절벽 위에 남아 있던 소년도 즉시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둘은 ‘나, 결심했어!’ 하고 외치며
물 속으로 뛰어들던 순간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결심이란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결심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

어느 정도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간증과 기쁨과 평화라는 축복도 어느 정도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어느 정도만 열릴 것입니다. …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이빙할 때 물을 내려다보듯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지점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용기로써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 스스로에게 ‘나,
결심했어!’ 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 결심했어”, 리아호나, 2011년 7월호, 4, 5쪽)

•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결심은 어떤 점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것과같은가?

• 우흐트도르프 회장에 따르면, 어느 정도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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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계명이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확고하게 개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의 예를 들려주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여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는 계명이나 복음
원리들을 수업 공책이나 성구 학습 일지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또한, “적[게]”는
헌신하지만 “많[이]”는(사도행전 26:29) 헌신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복음 원리도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그런 원리 중 하나를 더 잘 이해하고 헌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더욱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도록 노력할 때 기도로 도움을 구하도록권한다.

사도행전 26장 30~3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서 그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미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압송해야만 했다고설명한다.

사도행전 23~26장에서 가르친 원리들을 복습하고 그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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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과

사도행전 27~28장
소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어느 섬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 바울은 결국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2년간

가택에 연금되어 지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였다.

교수 제언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중에 배가 난파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장들을 칠판에 적어 둔다. (이 말씀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4, 11, 16쪽에나온다.)

“같은 사람과 빈번하게 데이트하는 것을피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마십시오.”

“친구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면 혼자서라도 의로운
편에서십시오.”

한 학생에게 칠판에 적은 문장들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왜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경고와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않을까?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7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종들이 하는 경고와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은 반역죄를 지었다는 거짓 고소를 받아 투옥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는데, 이는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사도행전 27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백부장(50~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 장교)의 감독을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고 설명한다.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그들은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에 정박했다.
그들이 그 항구를 떠날 때, 바울은 승선한 사람들에게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경고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에서금식이란
단어는 자발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는 아마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성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절기에는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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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들이 그 항해를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예언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로마 백부장과 승선한 사람들이 바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누구의 말을신뢰하였는가?

• 왜 백부장이 바울보다는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더 쉬웠을 것으로생각하는가?

• 12절에 따르면, 그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은 왜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13~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배가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배가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하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남풍이 순하게 불[자]”(13절), 승선한 사람들은 바울과 그가 했던 경고에 대해
어떻게생각했겠는가?

• 20절에 따르면, 광풍이 몰아치는 동안 승선한 사람들은 어떤심정이었는가?

• 21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 나타나 있듯이,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그 위험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받게 될 축복들을 빼앗기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과 함께 백부장을 포함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했던
이유들을 다시 살펴본다.(사도행전 27:11~12참조)

•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와
유사한 변명을하겠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또는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고의 다른 예들을든다.

•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22~2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승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만일 여러분이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안에 있었다면, 바울이 했던 어떤 말에서
위안을얻었겠는가?

• 바울은 그 배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예언하였는가?

사도행전 27장 27~30절에 대한 요약으로, 폭풍우가 몰아친 지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사공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닻 네 개를 바다에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사공들은 배의 앞부분으로 가서 닻을 더 내리려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가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하여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칠생각이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1절에서이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던 사공들을 말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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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떤 경고를했는가?

• 군인들은 바울의 경고와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듣고서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그
배를표류시켰다.)

다음날 아침, 바울은 금식하던 사공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하였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27:33~34참조) 그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금 그들을안심시켰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35~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한다.

• 사공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사도행전 27장 37~41절에 대한 요약으로, 멜리데 섬 쪽으로 항해할 때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7장 42~4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승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승선한 사람들은 어떻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7장 22~26절에 기록된, 배는 잃게 되더라도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예언을상기시킨다.

•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찾아낼 것이다.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에 저항할 수 있다.이
원리들을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사도행전 27장에서 찾은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5쪽)

•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영감 어린 권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영적 및 육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저항할 수 있었는가? (학생들에게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교회 잡지를 통해서도 우리 시대에 주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권고를 공부할 수 있다고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나 권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거나 자신이 받은 경고와 권고에 어떻게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권고에 주의를 더 잘 기울일 방법에 관하여 목표를 적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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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다
학생들에게 회오리바람 사진을 보여 준다.(또는 칠판에 그림을그린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인생의 도전과 시련들을 “영적인
회오리바람”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영적인 회오리바람”,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8~21쪽참조)

• 회오리바람에 비유될 수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8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영적인 회오리바람”을
충실히 견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섬에서 겪은 일,
로마를 향한 계속된 여정, 로마에서의 연금
생활에 대해 실려 있다고설명한다.

학생 수에 따라 반을 세 그룹 이상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성구 묶음 중 하나씩을
지정해 준다.사도행전 28:1~6;사도행전 28:7~14;사도행전 28:16~24. 필요하면 같은
성구를 여러 그룹에게 지정해 준다. 각 그룹에게 지정된 경전 구절들을 공부하고 나서,
다음 사항을 수행하라고 한다.(이 지시 사항들을 칠판에적는다.)

1. 그 경전 구절들에 나오는 사건을 요약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신문 기사
표제문을적는다.

2. 반원들에게 그림을 보여 주거나 표제문을 읽어 주고, 경전 구절들에 나오는
사건들을요약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 그룹에게 준비한 것을 반원들에게 발표하라고 한다. (그룹이 셋
이상인 경우, 앞서 발표한 그룹과 똑같은 경전 구절을 지정받은 그룹들에게는 그들이 만든
그림이나 표제를 발표하고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말해
달라고한다.)

• 바울은 로마를 향해 여행하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사는 동안 어떤 시련들을겪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8장 30~3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가택 연금 중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바울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실함을 보여 주는
무엇을했는가?

• 바울은 항해하면서, 또 난파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로마에서 연금되는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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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다.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교리와 원리들을 찾고 나면 그것들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기에 앞서 먼저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이 특정한 교리나 원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끌거나, 교리나 원리를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교리나 원리에 대해 이해한
것을 설명해 보게 하는 질문을 한다.

• 여러분 또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경우를 예로 들려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울의 모범을 따르고 늘 충실하게 생활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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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소개
왜 로마서를 공부하는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서한은 바울이 썼던 서한 중 가장 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쓴 최고의 서한으로 여긴다. 이 서한에는 모세 율법의 준행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대해 바울이 전하는 가장 완전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구원의 교리와 그 교리들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실려 있다. 학생들은 이 서한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과 화평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낄 수있다.

누가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로마서 1:1참조) 바울은 이 서한을 쓸 때 서기인
더디오의 도움을 받았는데, 더디오는 이 서한을 마칠 즈음에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문안 인사를 써 넣었다.(로마서 16:22참조)

로마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을
썼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에 이 서한을 썼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단서가 있으며(사도행전 20:2~3; 이 성구에 나오는헬라라는 단어는 고린도를 가리키는
말임), 그 시기는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로 추정된다. (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참조)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한이다.(로마서 1:7참조)
로마에서의 교회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오순절 날에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직후에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사도행전 2:10참조)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가 본 적이 없었지만 특정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써
넣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사도행전 18:1~2, 18;로마서
16:1~16, 21참조)

바울은 적어도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에서 로마인들에게 이 서한을 보낸
것으로보인다.

(1)자신이 향후에 로마에 도착할 때를 위해 준비시킨다.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해 왔었다.(사도행전 19:21;로마서 1:15; 15:23참조) 그는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서바나 선교 사업의 기점이 되기를 바랐다.(로마서
15:22~24, 28참조)

(2)자신의 가르침을 명확히 설명하고 옹호한다.바울은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자신이 전한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왜곡했던 사람들의 거듭되는 반발을
겪었다.(사도행전 13:45; 15:1~2; 21:27~28;로마서 3:8;베드로후서 3:15~16참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그러한 오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자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염려되는 점을 덜고자 이 서한을썼다.

(3)교회의 유대인 회원들과 이방인 회원들 사이에 화합을 조성한다.바울이 이 서한을
쓰고 오래지 않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
기독교도들이(사도행전 18:2참조)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로 이방인으로 이뤄진
기독교 회중에 합류했다. 이런 상황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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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긴장감과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마서 11:13)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에 통합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유대인이기도 했던(로마서 11:1
참조)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다. 바울은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화합을 조성하고자
했다.(로마서 3:21~4:25; 11:13~36; 14:1~15:13참조)

로마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이 서한은 서두에 인사말이 나오고 나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제시되면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로마서 1:16~17)

로마인들에게 보낸 이 서한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 서한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기록서보다도 더 많은 교리적 오해와 해악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211) 심지어 초기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바울의 기록은 “알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가르침은 이따금 왜곡되고 잘못
전해졌다.(베드로후서 3:15~16)

개요

로마서 1~3장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한다.
바울은 온 인류가 직면하는 죄악의 궁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가르친다. 온 인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있다.

로마서 4~8장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한다.
그는 구원의 교리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교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가르친다.

로마서 9~16장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택함받은 상태, 당시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기록한다. 바울은 교회의 유대인 회원들과 이방인 회원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평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 대로 생활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라고간청한다.

로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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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3장
소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은혜는 속죄를 통해 가능해졌다.

교수 제언
로마서 1:1~17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선언하다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에코 호크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에코 호크
장로는 청년 시절에 미 해병대에 입대했었다고설명한다.

“훈련 교관은 실전에서 단련된 베테랑 군인이었는데, 발로 막사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온갖 불경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처럼 무섭게 자기소개를 한 후, 그는 막사 한쪽 끝에서부터 신병들에게
이것저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관은 저속한 말을 내지르며 각
신병에게서 예외 없이 조롱거리를 꼼꼼하게 찾아냈습니다. 그가 열을 옮겨갈
때마다 각 신병은 명령받은 대로 묻는 말에 ‘네.’ 또는 ‘아닙니다,

교관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 제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제 더플백(거친 방목
직물로 짠 가방—옮긴이)을 움켜잡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제 뒤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제 물건을 살펴본 다음,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몰몬경이 들려 있었습니다.”(“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2쪽)

• 여러분이 에코 호크 장로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들겠는가?

• 그 훈련 교관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조롱받게 될까 봐 걱정했던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원들과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표준으로 인해 조롱이나 박해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로마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한 학생에게 다음 문단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서한이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도착할 때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자신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옹호하며, 교회의 유대인 회원과 이방인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그 서한을
썼다. 로마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세상의 철학들로 넘쳐났기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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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장 1~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서한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1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곧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이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나 문구에 표시하라고 제언할
수도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육체적 및
영적사망.)

•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속죄를치르셨다.)

한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바울이 사용했듯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단순히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속죄를 치르신 분으로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깊은 신뢰는 곧 충실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 충실한 삶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증명된다.(사도행전 16:30~33; 로마서 6:1~11;
고린도전서 6:9~11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 율법 및 복음의 의식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생활에서 나타난다.”(경전 안내서, “구원”,
scriptures.lds.org)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여겼는가?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로마서 1:16참조])

• 복음의 권능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권능이 있다는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박해나 조롱을 받을 때, 이 원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 에코 호크 장로의 이야기에서 다음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에코 호크 장로가 그 훈련 교관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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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가 제게 소리를 지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앞으로 더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몰몬인가?’

저는 명령받은 대로 ‘네, 교관님.’ 하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몰몬경을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이 책을
믿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네, 교관님.’ 하고 소리쳤습니다.”(“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32쪽)

• 에코 호크 장로의 대답은로마서 1장 16절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대해 어떻게 좋은
예가되는가?

그 훈련 교관은 에코 호크 장로를 놀리는 대신 몰몬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다른
신병들에게로 갔다고 설명한다. 에코 호크 장로가 전한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저는 종종 왜 그 거친 해병대 하사관이 그날 저를 그냥 놔두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간증은 … 제가 성신을 통해 받은 소중한
은사입니다.”(“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32쪽)

• 여러분(또는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인 적은언제였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이 얼마나 강하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그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로마서 1:18~3:23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치다
바울 시대에 일부 이방인 기독교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그분의 완전한 공의는
무시함으로써 부도덕하거나 죄 많은 행동을 변명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애썼다.

몇몇 학생에게로마서 1장 18~3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그 시대에 어떤 죄가 만연했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경고를 학생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8~32절에 나오는 단어와 문구의 의미를 스스로 말해 볼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 25절에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로마서 1장 18~32절에서 다음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경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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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절에 나오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와 27절에 나오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와 같은 문구는 동성애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경전 전반에 걸쳐서 시종일관 동성애 행위를 포함하여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유의 사항: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주제이다. 이 주제를
토론할 때, 반원들이 친절함과 동정심과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도록 주의를준다.

학생들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혹받고 있다면 부모님과 감독님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6쪽)

“교회의 교리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성행위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불친절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적 부도덕을 분명하게 책망하셨지만, 결코 매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언제나 개개인을 고양하는 것이지, 결코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교회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과 그 행위에 차이를 둡니다. 동성을 향한 감정과 성향이
있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지만,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계획에 필수적이라는 …
성스러운 구절에 기초한 교리적 원리’[“First Presidency Statement on Same-Gender
Marriage,” mormonnewsroom.org]와 상충합니다.”(“Same-Sex Attraction,” Gospel
Topics, lds.org/topics)

•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동성애 행위에 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왜중요한가?

• 우리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친절과 동정심을 보일 수있는가?

로마서 2장 1절~3장 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유대인이 겉으로는 모세 율법에 따라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기에 불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3장 9~12,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누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누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는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책임질 수
있는 연령과 상태에 이른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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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3:24~31
온 인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
로마서 3장의 나머지 성구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받아들이실 수 없으며 책임질 수 있는 연령과 상태에 이른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이 성구들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의롭게 됨[justification](“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되어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경전 안내서,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scriptures.lds.org]),화목제물[propitiation](속죄 희생이자 자비의 원천),
은혜[grace](“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신성한 도움과
힘”[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Grace”])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칠판에 적어 놓거나 유인물로 만들어서 각 학생에게 나누어 줄 것을
고려해본다.

어려운 단어와 문구의 뜻을 밝히기
어려운 단어와 문구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리와 원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선지자들의 말씀, 사전, 학생 교재, 각주, 경전 학습 보조
자료는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와 문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3장 24~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해질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로마서 3장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즉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다는 선언을 어떻게 받게되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값 없이[freely]가만[only]으로 수정되어
있다고 언급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로마서 3:24, footnote a참조) 우리가 현세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바울이 가르쳤듯이
우리 모두 죄를 범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로마서 3:23참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신성한 힘과 가능하게 하는 권능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또한모로나이서 10:32~33참조)

•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사람들.)

수업 앞부분에서 다루었듯이, 바울이믿음[belief]과신앙[faith]이란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 이 성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히 받아들일 때 얻는 결과에 대해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과 그분의 속죄를 더욱 충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구주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간증을 나눠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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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3장 27~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개개인이 모세 율법의 준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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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과

로마서 4~7장
소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런 후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설명하고,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음을 상징한다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로마서 4~5장
바울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다
다음 그림과 문구를 칠판에 그대로옮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가까이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한다.

• 다음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을 구해 주겠는가? (ㄱ)물을 마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
(ㄴ)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마시려는 노력, 또는 (ㄷ)물. (학생들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는다.)

바울은로마서 4~7장에서 신앙과 행위와 은혜가 어떻게 의롭게 됨에 관한 교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쳤으며, 이 시나리오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의롭게 됨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로마서 1~3장에 나온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되어 죄가 없거나 의롭다고 선언되는것.)

로마서 4장에 대한 배경으로, 로마에 있던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과 모세 율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설명한다.

•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있겠는가?

• 칠판에 적어 둔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것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나타내는가? (ㄴ 항목 옆에 (행위)라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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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애쓰며, 많은 유대인들이 의롭게
된 자로 여겼던 고대의 축복사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켰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로마서 4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졌는지 그 이유를 잘 들어 보라고 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으나
하나님에게서는 아니니라. 성경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행위의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나 행위의 율법으로 의롭게
여겨지려고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신앙이 의로 여겨진 바되느니라.”

•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 것이아니었는가? (“행위의율법”)

•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왜 우리는 행위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라고 가르쳤다. 행위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아야한다.)

로마서 4장 6~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우리가 행위만으로는 의롭게 되거나
무죄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다윗 왕의 말을
인용했다고설명한다.

로마서 4장 9~15절을 요약하기 위해, 한 학생에게 다음 단락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충실함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그릇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충실함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며
그가 받은 할례는 그의 충실함에 대한 표시였다고 가르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할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한 학생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조셉 스미스 역,로마서 4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좀 더
완전한 설명을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신앙과 행위로 의롭게 된다.)

학생들에게은혜[grace]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가능해진 축복, 자비, 도움, 힘을
의미한다는 것을상기시킨다.

• 칠판에 적은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나타내는가? 셋 중
어느 것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ㄷ 항목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ㄱ 항목 옆에는 (신앙)을적는다.)

•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물이 없더라도 믿음과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이 시나리오에서 물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은혜와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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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구원은 순종이라는 화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것입니다.[사도행전 20:28 참조] …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스러운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필멸의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9~110쪽)

칠판에 묘사한 이 시나리오는 의롭게 되는 데에 신앙과 행위와 은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구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구하는 물, 즉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그분의 은혜)을 받는 데 필요한 신앙과 힘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선행을 하기 전에, 또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 이
은혜로 축복을 받을 수있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속죄의 권능으로 회개가 가능해지고 … 또한 그 권능은 제한된 필멸의
능력으로는 인식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보고 행하며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줍니다.”(“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7쪽)

• 구주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선행을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보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복음
의식을받는다.)

학생들에게 두세 명씩 그룹을 지어, 우리가 구주의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는 데 신앙과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서로에게 설명하라고 한다. (학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의 권능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의식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며, 그렇게 할 때 구주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한다.)

로마서 5장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누리는
화평에 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1~2절참조)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가능해진 은혜는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설명했다.

로마서 6~7장
바울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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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친구가 결국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님의
표준에 반대되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 친구의 행동에 대해 염려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야. 속죄가 있잖아.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언제든지 회개하면돼.”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가거나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왜 그런
태도는 은혜의 교리를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짝끼리로마서 6장 1~6, 11~12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고,
바울의 가르침이 그 친구의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토론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바울은 우리가 구주의 은혜를 받아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대해 어떻게답했는가?

• “죄에 대하여 죽[는다]”(2절)라는 말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4절)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이 성구들에 따르면, 침수로 받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할 때,
다음 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침수로써의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영적
삶을 상징할 수 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삶에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로마서 6장에서 그 밖의 원리들을 더 찾아낼 준비를 하도록, 약간의
돈을전시한다.

• 피고용인의 임금은 누가 지불하는가? 왜 고용주는 다른 누군가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않는가?

학생들에게로마서 6장 1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누군가가 따르며 섬기는 두 명의
“고용주” 또는 주인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에서내주다[yield]라는 말은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다음 표를 칠판에그린다.

죄의 삯 하나님의 보상

학생들에게로마서 6장 14~23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그들 중 절반에게 죄의
“삯”(23절), 즉 죄의 결과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을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찾은 내용을 표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죄의 삯” 아래에사망을[16, 21, 23절참조], “하나님의 보상” 아래에
의[16절참조],거룩함[19, 22절참조],영생[22, 23절참조]을 적어야 한다.) 죄의 삯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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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하나님과 그의 영향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며, “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경전 안내서, “사망, 영적”, scriptures.lds.org)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죄에 굴복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 죄에 굴복하면 어떻게 그 죄의 종이되는가?

학생들에게 죄에 굴복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하나님의 보상” 아래에 열거했던 것들을참고한다.

• 죄보다는 의를 섬길 때 어떤 유익이있는가?

•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생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생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어떤 면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경험했는가?

느낌과 간증을 나누도록 이끄는 질문하기
학생들이 어떤 교리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그 교리나 원리와 관련된 영적
경험을 떠올리고, 그 복음 진리의 참됨과 삶에서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대체로 그러한 느낌은 학생들에게 더욱 충실하게 복음 원리대로 살려는 강한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더 잘 바칠 것인지에 관하여 목표를 적어 보라고한다.

로마서 7장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했음을 가르치기 위해 혼인 관계를 비유로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육신”(18절), 즉 육체적 욕구와 “속사람”(22절), 즉 영성 간의 싸움에
대해서도기록했다.

이번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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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사도행전 20장~로마서
7장(20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사도행전 20장~로마서 7장(20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사도행전 20~22장)
학생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참된 종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주님의 참된 종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배웠다. 바울이 자신의 개종에 대해 기록한 내용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개종할 수
있음을 배웠다.

둘째 날(사도행전 23~28장)
학생들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했던 간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삶에서 사탄의 힘을
극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데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진리를 찾았다. 학생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셋째 날(로마서 1~3장)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권능이 있다는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질 수 있는 연령과
상태에 이른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날(로마서 4~7장)
학생들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신앙과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다음 진리들을 공부했다. 침수로써의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영적 삶을 상징할 수 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생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소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겨울 동안에 해로를 통해 로마로 압송되었다.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그 여행을 하면 “타격과 많은 손해”(사도행전 27:10)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바울은 배는 파손되겠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울의 예언은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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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난파를 당하다
수업 시작 전에 다음에 나오는 글을 칠판에 적어 둔다. (이 글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4, 11, 16쪽에나온다.)

“같은 사람과 빈번하게 데이트하는 것을피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저속하거나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것이라면
참여하거나 보거나 가담하지마십시오.”

“친구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면 혼자서라도 의로운
편에서십시오.”

한 학생에게 칠판에 적은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 왜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경고와 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않는가?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7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종들이 하는 경고와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은 반역죄 명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아 억울하게 투옥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이는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지닌
권리였다.사도행전 27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로마 호송병의 보호 관리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그들은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에 잠시 정박했다. 그들이 항구를 떠나려 할 때, 바울은
승선한 사람들에게 이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경고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을 비롯해서 승선한 사람들이 로마로 계속 항해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9절에 나오는금식[fast]이란
단어는 자발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는 아마도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성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절기에는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이 위험한 일로 여겨졌다. 속죄일은 보통으로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있었다. 또한 10절에 나오는하물[lading]은 뱃짐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들이 항해를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예언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11~12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로마 백부장과 승선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주의 말을 믿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12절에 따르면, 왜 승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는가?

몇몇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13~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배가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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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가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하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20절에 따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여겼는가?

• 21절에서,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경고를
귀담아들었다면 받았을 축복들을 박탈당하는 것도 그 위험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과 함께 백부장을 포함해서 승선한 사람들이 바울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했던
이유들을 다시 살펴본다.(사도행전 27:11~12참조)

•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면서 어떤 유사한 변명을
할 수있겠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또는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반원들과 관련이
있을 만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고를 예로 더 들어준다.

•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있는가?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22~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승선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만일 여러분이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배 안에 있었다면, 바울이 했던 어떤 말에서
위안을얻었겠는가?

• 바울은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예언했는가?

사도행전 27장 27~30절에 대한 요약으로, 폭풍우가 몰아친 지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사공들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닻 네 개를 바다에 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사공들은 배의 앞부분으로 가서 닻을 더 내리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가
가라앉을 것을 두려워하여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칠 계획을 하고있었다.

한 학생에게사도행전 27장 31~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1절에서이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던 사공들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어떤 경고를했는가?

• 군인들은 바울의 경고와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듣고서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룻배의 줄을 끊어서
거룻배를흘려보냈다.

사도행전 27장 33~4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기운을 차리도록
음식 먹기를 권했다고 설명한다. 그날 늦게 육지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배가 부딪혔으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다. 학생들에게사도행전 27장 22~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배를 잃게 되더라도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예언을상기시킨다.

• 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이 기사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들을 찾아낼 것이다.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님의 종들이 주는 권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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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을 견뎌 낼 수 있다.이
원리들을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사도행전 27장에서 찾은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5쪽)

•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와 권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영적 및
육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견뎌 낼 수있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종들이 주는 경고나 권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거나, 자신이 받았던 경고와 권고에 어떻게 더 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권고에 어떻게 더 잘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목표를
적어 보라고한다.

다음 단원(로마서 8장~고린도전서 6장)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로마서 8~16장과고린도전서 1~6장을 공부하면서, 로마 및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이 사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현명한 권고를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왜 우리의 몸은 성전과 같은가? 교회 회원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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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과

로마서 8~11장
소개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가르쳤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약을 거부한 것과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교수 제언
로마서 8장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설명하다
다음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시작한다.

• 상속이란 무엇인가?

•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유물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누구의 소유물을
선택하겠으며 그 이유는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물을 누가상속받는가?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로마서 8장 1~18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로마서 8장 1, 5~7, 1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일, 즉 죄를 지으려는
경향에 굴복하는 것과 “영을 따르는”(5절) 것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육신의 생각” (6절)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육체적인 정욕과 음욕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것.)

• “영의 생각” (6절)이란 무엇을뜻하는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13절)는 말은 필멸의 몸과 관련된 약점과 유혹과 죄를 없애거나
극복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모사이야서 3:19참조)

• 13절에서, 죄를 지으려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영의
영향력을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8장 14~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칭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칭하는가? (이 맥락에서아들이란 단어는 아들과
딸 모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25:1참조])

“양자의 영”(15절)이란 문구를 가리킨다. 우리의 영체를 의미하는 “우리의 영”(16절)은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글자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람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들을 지킬
때 비로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즉, 복음 성약 안에서 그분의 아들과 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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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되는 것이다. 성신의 동반은 그 사람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약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8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되,
충실한이란 단어 자리는 비워 둔다.우리가 하나님의충실한성약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 한 상속자[joint-heir]란 무엇인가? (다른 상속자들과 함께 똑같이 상속을 받는 사람,
즉 공동상속자)

•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verse 17절) 한다는 말은 구주께서 속죄 희생을
치르며 받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보다는
구주처럼 우리도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부인하고, 계명을 지키며, 반대를 충실하게
견뎌 내야 한다.(마태복음 16:24;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6[경전 안내서에 있음]
참조) 칠판에 적은 원리를 완성하기 위해충실한이라는 단어를 넣는다. 칠판에 세 칸짜리
표를 그린다. 첫 번째 칸에는자격 요건을, 두 번째 칸에는반대를, 세 번째 칸에는상속을
적는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해당하는 칸에적는다.

•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성약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가?

•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성약의 자녀로 생활하려 노력할 때 겪을 수도 있는 반대에는
어떤 예들이있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성약의 자녀로 생활하려고 힘써 노력하면
그분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가?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것들을 숙고해 보라고한다.

•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받는 축복과 비교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되는가?
왜그런가?

로마서 8장 19~30절에서, 바울은 영이 우리의 약점에 대해 도움을 주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인도한다는 점을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구주가 되도록 전세에서 부름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Joseph
Smith Translation, Romans 8:29–30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appendix]참조)

주:로마서 8장 29~30절에서미리 정하셨다[predestinate]는 말은 예임 또는 부름을
의미한다. 학생들은에베소서 1장에서 예임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 중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될것이다.

몇몇 학생에게로마서 8장 28, 31~3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필멸의 삶에서 겪는 반대와 도전과 고난과 관련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로마서 8장 31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 “대적하리요[be against]”가 “이기리요[prevail]”로 수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31절, footnote 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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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성구에서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필멸의 삶에서 겪는 모든
도전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는 도전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이 필멸의 삶에서 겪은 도전과 고난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구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가? 왜그런가?

• 여러분은 도전이나 고난을 받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경험했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전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대로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권유한다.
그런 후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격려한다.

질문을 하고 적용하도록 권유하기
복음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경전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고,
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돕는 데 있다.
적용하도록 이끄는 질문들은 학생들이 이런 원리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깨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마서 9~11장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약을 거부한 것과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각 시나리오에 어떻게 반응할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1. 여러분이 감독님과 함께 한 청남을 방문한다. 그 가족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만, 그
청남은 활동적이지 않다. 감독님은 그 청남에게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 따르는
결과를 이해시키려고 친절하게 애를 쓰는데, 그 청남은 이렇게 말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침례를 받았고, 부모님이 활동 회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안 주시지는 않으실거예요.”

2.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한 청녀와 최근에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에 대해 물어 본다. 여러분이 주님의 표준 몇 가지를 설명하자, 그녀가 말한다. “왜
그런 것들을 모두 지키는지 이해가 안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말이야.”

학생들에게로마서 9~11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9~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다음 설명을 읽어
달라고한다.

로마서 9~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선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대인 대신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집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성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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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시면서 그 성약의 일부분으로 야곱(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다.(로마서 9:4~5
참조) 이 성약에는 복음, 신권 권세, 영생, 영원한 자손, 상속의 땅, 복음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 등의 위대한 축복들이 담겨 있었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9장 6, 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집의 일원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성약의 축복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잘못 믿고있었다.)

로마서 9장 25~30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가입한 이방인들이 성약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쳤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로마서 9장 31~33절과 10장 1~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 시대에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의의 법”(로마서
9:31)은 모세 율법을 말하고, “부딪칠 돌”과 “걸림돌”(로마서 9:32, 33)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의”(로마서 10:3)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로마서 9장 31~33절에 따르면,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구했는가? (모세 율법의 행위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 로마서 10장 3~4절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인들은 무엇을 거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가능해지는의.)

로마서 10장 8~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로마서 9:30)에
이를 수 있는지 자세히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로마서 10장 8~13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의의 상태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신앙에서 비롯되는 의에 이르려면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9절에서시인하다[confess]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성약하는 것을 의미하며,믿다[believe]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의심 없이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구주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공공연히 인정하게 된다. 그 정해진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침례와 성신의 은사 같은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는 것이포함된다.

•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약에 따른 축복들을
받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생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약에 따른
축복들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일부 사람들은로마서 10장 9, 13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언급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 앞서 언급했던 시나리오들을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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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에서 다루었던 진리들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응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로마서 10~11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입양됨을 나타내기 위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비유를 들었다.(또한야곱서 5장 3~14절참조) 또한 복음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가르쳤다.

이번 과에서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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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2~16장
소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선호로 인해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화평을 드높일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바울은 이 서한을 끝마치면서 미혹하려는
자들에 대해 경고했다.

교수 제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강조하기
가르칠 때, 경전의 문맥과 내용을 이해하고, 교리와 원리들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알아내고
이해하며 느끼고,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는 등,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를
강조한다. 이 기초는 활용 방법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결과이다. 이 기초를 통해 학습 패턴이
형성되며, 그 패턴을 계속 따르는 가운데 복음이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게 된다.

로마서 12~13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다

모양이 서로 다른 용기 두 개와 물 한 잔을 교실에 가져온다. 물과 용기 하나를
전시해둔다.

• 이 물을 이 용기에 붓는다면, 물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겠는가? (물은 용기의 모양대로
형태가 바뀔것이다.)

물을 그 용기에 붓는다. 그런 후 그 물을 또 다른 용기에 붓고, 이제는 물이 그 용기의
모양대로 형태가 바뀐다는 점을설명한다.

이 실물 교수에서 물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각 용기는 각각의 세상적 믿음과 관습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세상적인 믿음과 관습을 계속 따른다면 어떤 위험이 뒤따를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로마서 12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이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쳤던 구약의 관습에 빗대어, 그들의 몸을 “산
제물”(1절)로 바치도록 간절히 권면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께
헌납된제물이었다.

•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 산 제물로 드리라” (1절)는 기록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교회 회원들은 죄가 되는 욕망을 단념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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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1~2절에서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당신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삼가기를 바라신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로마서 12~13장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가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이런 원리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세
명씩 여러 그룹으로 나눈다. 상단에 다음 지시문이 나오는 종이를 각 학생에게 나눠 준다.
(수업 시작 전에 미리, 각 종이에 나오는 참조 성구 세 개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쳐 둔다.
3인 그룹 내 각 학생이 서로 다른 성구에 동그라미 쳐진 종이를 받도록 개수를 잘
맞춰준비한다.)

로마서 12:9~16 로마서 12:17~21 로마서 13:8~13

1. 유인물 상단의 동그라미 쳐진 경전 구절을 읽는다.
2. 그 경전 구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 빈칸에 적는다. 또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는다. (이미 앞사람이 적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 쳐진 성구에서 또 다른 가르침을
찾아 적는다.)

학생들에게 3분을 줄 테니 유인물에 나오는 지시문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라고 한다.
3분이 지나면, 각자 자신의 유인물을 그룹 내의 다른 학생에게 건네주라고 한다. 이
활동을 반복하여, 각 학생이 세 가지 경전 구절을 모두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게끔
한다. 그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각자 원래 받았던 유인물을 다시 받도록한다.

그런 후에 자신의 유인물에 적힌 내용들을 살펴볼 시간을 준다. 몇몇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13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을
했다고생각하는가?

• 로마서 12~13장에서 공부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앞서 칠판에 적었던 진리를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도록 수정한다.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가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 구주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가는 데
어떻게 모범이되시는가?

•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표준을 따라 행하기를 삼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
옷차림, 또는 복음 원리에 어긋나는 문화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견해 등,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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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기를
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한다.

• 누구를 떠올렸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은 더욱 구주처럼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 따라 행하기를 삼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적으라고 한다. 자신이 적은 내용을 생활에
적용하라고격려한다.

로마서 14:1~15:3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분쟁을
피하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다음 중 어느 질문이라도 답이 “예”인 경우에 손을 들라고 한다.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 지역의 문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도 좋다.
질문을 바꿀 경우에는, 분명하게 규정된 계명에 순종하는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예로 든다. 이 질문들 모두에 대한 대답은
“예”이어야한다.

• 후기 성도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가? (1) 채식주의자 식단을 따름.
(2) 초콜릿을 먹음. (3) 공공장소에서 반바지를 입음. (4) 안식일에 첨단 기술을
사용함. (5) 타종교 또는 문화 전통에 바탕을 둔 축제 행사에참석함.

어떤 행위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분명하게 요구되거나 금지되는 반면, 다른 행위는
각 회원의 선호나 분별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겨졌다고 설명해 준다. 오락물, 옷차림, 식단,
안식일 준수,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해 주는 규칙 등의 영역에서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사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은 이런 사안들 중에서 단정한
반바지 입기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기 위해 표준과 계명을
정해 주셨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분별력에 맡겨 두셨다. 회원들은
때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영감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있다.

학생들에게로마서 14장 1절~15장 3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 시대에 교회 회원들이 개인의 선호에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개인이 먹는 음식물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일부 회원들은 음식물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들은 모세 율법에 따른 음식물 규제법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율법에 따라 고기를 삼가고 채소만 먹었다. 또한,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과 경축일을 계속지켰다.

• 이런 사안을 놓고 회원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때,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로마서 14장 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음식물에 대한 개인의 선호 문제로 인해
교회의 일부 회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교회 회원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가? (교회의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회원들을 멸시하고비판했다.)

•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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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참조 성구를 칠판에 적는다.로마서 14:10~13, 15, 21.몇몇 학생에게 이 성구들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개인적 선호 문제에 대해,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행동을 삼가도록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한 학생이 15절을읽고 나면, 그 성구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만일 너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는데 네가 먹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말라.”

• 바울이 13절에서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할 때,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우리가 삼가야 할 행동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에는 다음 진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우리는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안을 놓고 타인의 선택에 대해 판단하기를 삼가야 한다.)

• 어떤 사안에 관하여 특정 행동을 계명으로 요구하거나 금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
사안을 놓고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교회 회원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한다면,
이것은 왜 문제가될까?

13절에 나오는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 [둔다]”라는 문구를 지적한다. 이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실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교회 회원들이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도록
영향을 줄 수도있겠는가?

•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음식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해를
미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권고했다.)

•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안을 놓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관하여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는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인에 관하여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주: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와
유사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루게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14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도록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개인적 선호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바울의 권고를 따르면 교회 회원들이 화평하게
지내고 서로 교화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개인적인 선호에 관한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로마서 15:4~16:27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끝맺다
바울은 서한을 끝맺기에 앞서 로마의 교회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권고를 주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로마서 15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경전이 기록된 이유에 관하여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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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이 기록된 이유에 관하여 4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대답에는 다음 진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런 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로마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고자 구약전서에 나오는 몇몇 성구를
인용하였다고 설명한다.(로마서 15:9~12참조)

로마서 15~16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적으며 서한을 끝맺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로마서
16:17~18참조)

이번 과에서 토론했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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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소개
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가?
고린도에 살았던 초기 교회 회원들은 불화, 거짓 가르침, 부도덕 등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합을 조성하는 법,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는 법, 성신이 임하는 성전으로서의
육체의 역할, 영적 은사의 특징,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의 중요성, 부활의 실재 등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악에
둘러싸이더라도 의롭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교리와 원리들을 배울 수있다.

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가?
고린도전서의 서두에서 첫 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서기로 일했을 소스데네라는
제자가 이 서한을 보냈다고 나온다.(고린도전서 1:1참조) 소스데네의 역할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서한의 내용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린도전서 16:21~24참조)

고린도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로 알려진 이 서한을 (제3차 선교 여행 시기에) 3년 간의 에베소 방문을
마칠 무렵에 썼다. 그 방문이 끝난 시기는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의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사도행전 19:10; 20:31; 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참조)

고린도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바울은 거의 2년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사도행전 18:1~18참조) 그곳에 교회의 지부를 하나 조직했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참조) 이후에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그 지부에 답장을
썼으나(고린도전서 5:9참조), 안타깝게도 그 서한은 분실되어서 우리가 보는 경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로부터 그곳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 또 다른 보고를 받고서(고린도전서 1:11참조) 그 답장으로 다시 서한을 썼는데, 이
서한이 고린도전서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회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편지이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는 로마제국이 다스렸던 지역인 아가야의 수도였다.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에 위치하며,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심지였기에 로마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으므로,
그 지역에서 가장 다양성을 띤 도시 중 하나였다. 우상 숭배가 고린도인들의 종교 문화를
지배했으며, 그 도시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신전과 성지가 있었다. 바울이 성역을 베풀던
시기에 고린도인들은 극도의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다.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매춘 의식이 자행되었다고전해진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서한에는 교회 회원들 간에 화합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부 이교도 믿음과 행위가 그들이 복음 원리와 의식을 준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다.(고린도전서 1:11; 6:1~8; 10:20~22; 11:18~22참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질문과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과거의 믿음과
행위를 단념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개종자들을 강화하고자 이 서한을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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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신약전서에서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준 바울의 권고와 가르침은 다른 어떤 지부에 준
그의 가르침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개의 서한은
현존하는 바울의 모든 기록 중 사분의 일을차지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설명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고린도전서 9:2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고린도전서 7:19)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개요

고린도전서 1~11장바울은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해 경고하고 교회 회원들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회원들에게 성적 부도덕에 대해 경고하고, 몸은 성신이 임하는
성전임을 가르치고, 자제력을 키우도록 격려한다. 그는 결혼과 선교 사업, 성찬 의식에
관련된 질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다룬다.

고린도전서 12~14장바울은 우리가 영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회원들이 서로 보살피는 일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그는 다른 모든 영적 은사보다도 사랑의 중요성을강조한다.

고린도전서 15~16장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간증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장래에
부활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확언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부활체는 영광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신 덕분에 사망의 쏘는 것이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한다.

고린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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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2장
소개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에게 서한을 쓰면서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들은 오직
영을 통해서만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1:1~16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서한을 쓰면서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가족, 운동 팀, 친구들의 사진을 보여 준다.(또는 칠판에가족, 운동 팀,
친구들이라고적는다.)

• 이 각각에서 무엇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킬 수있겠는가?

• 그러한 분열과 분쟁은 가족, 팀, 또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있는가?

• 교회 회원들 간의 분열과 분쟁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분열과 분쟁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펴라고 하고,
지도에서 고린도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문단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사도행전 18:1~18 참조) 이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몇몇 개종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믿음과 관습으로 되돌아간 일로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문제들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서한을 썼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인사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인사를했는가?

• 1절에 따르면, 바울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3~9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았으며, 그 점에 관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독립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짚어
준다.(3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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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화합하고 분열과 분쟁을 없애기를 바라신다.)

•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가정에서 분열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와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는 내용을 칠판에적는다.)

• 우리가 화합하고 분쟁을 없애면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있는가?

• 여러분의 반, 정원회, 또는 와드나 지부에서 화합을 이룬 결과로 축복을 받은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적은 답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분열과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골라서 그 방법을 실행하는 목표를 세우라고권한다.

고린도전서 1장 12~16절에 대한 요약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여러 무리로 나뉘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침례를 준 사람의
관록에 의해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쟁이빚어졌다.

고린도전서 1:17~31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부르시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가르치다
바울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고린도에 살았다고 설명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관념과 세상의 지혜에 큰 가치를두었다.

• 왜 세상의 철학에 가치를 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니파이후서 9장 28절을 읽어줄 수도있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장 17~31절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반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다음에 나오는 경전 구절들을 각 그룹에게 하나씩 배정한다.
고린도전서 1:17~18;고린도전서 1:19~20;고린도전서 1:21~22;고린도전서 1:23~24.
그룹별로 이 성구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여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은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은 개종시킨 사람의 수로 명성을
쌓으려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19절)와 “이
세상의 지혜”(20절)라는 문구는 결점이 있는 당시의 철학적 전통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명씩 나와서 바울이 지혜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요약하라고 한다. 모든 그룹이 발표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여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궁극적 지혜와 능력을 가르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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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며, 어떠한 약점도없으시다.

•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다.)

• 이 진리를 이해하면 인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달라지겠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누구를선택하시는가?

•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생각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설명하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전한 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한번은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경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제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선생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굴복하려 하지 않자 법률가인 그

무신론자는 간증 문제에 관하여 아마도 궁극적인 것이 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이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하려 했을 때 저는 대학원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

제가 성령과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기도, 분별, 신앙도 똑같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다. 만일 아신다면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주님의 등불”, 성도의 벗, 1983년
10월호, 27~28쪽)

• 여러분이라면 그 무신론자에게 뭐라고말했겠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2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왜 패커 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영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확신시키고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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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영으로 가르쳤다. 바울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고말했다.

몇몇 학생에게고린도전서 2장 9~1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10절)을 알고
이해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9~10절에 따르면, 왜 바울과 충실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있었는가?

• 14절에 따르면, 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못하는가?

•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패커 회장의 기사를 다시 언급하며, 패커 회장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그
사람에게 소금이 어떤 맛인지 아냐고 물어보라는 영감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패커 회장의 기사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물론 여러 번 노력했으나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맛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일상적인 경험도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간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제 간증을 비웃고 정말로 제가 안다면 어떻게 아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저는 소금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소금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어떻게 저에게 왔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헤어질 때 그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의지하시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경험을 한 이래로 저는 제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주님의 등불”, 28~30쪽)

칠판에하나님의 일이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을
칠판에쓴다.

•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알고 이해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왜중요한가?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적은 하나님의 것들로 돌리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 중
하나를 영을 통해 알고 이해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을 고려해본다.

나누도록 권유하기
학생들이 깨달은 점과 관련 경험을 나누면 복음 교리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을 나눌 때, 종종 성신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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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이해력와 간증을 얻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하는 말과 경험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반원들의 마음과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이해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제103과

600



제104과

고린도전서 3~4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선교사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회중이 모인 곳은
영이 거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주: 우리 육신이 성전과 같다는 교리는
고린도전서 6장이 나오는 과에서 다루게 된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3장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의
역할을 설명하다

학생들에게, 어떤 친구가 미적분학 같은 고급 과정의 수학반에 참석하려고 등록했지만
공통수학 같은 기초 과정도 듣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게한다.

• 그 친구가 고급 과정의 수학반에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수준 높은 개념을 익히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왜필요한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직 좀 더 높은 단계의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 주려고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보다
열정, 욕망, 욕구, 그리고 육의 감각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경전 안내서, “육에
속한 사람”, scriptures.lds.org)고설명한다.

칠판에젖과밥이란 단어를쓴다.

• 여러분은 이 중 어느 음식을 아기에게 먹이겠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란 말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에 대해 무엇을암시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더 높은 단계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은 화합하지 못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일에 이교도의 믿음과 행위를 곁들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화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릇된 믿음과 행위를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고자 몇 가지 비유를 사용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을 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내의 각 사람에게 다음에 나오는 교수
개요 중 하나를 배정한다. 각 학생에게 해당 교수 개요가 나오는 유인물을 주고,

몇 분간 그것을 읽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학생에게 그 개요를 사용하여
그룹 내의 다른 두 구성원들을 가르치라고 한다. (세 사람씩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학생들을 둘씩 짝짓게 하여 한 학생에게는 두 개의 교수 개요를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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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활동 감독하기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토론과 과제를 하는 동안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학습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교사가 그룹 사이를 오가며 학습 활동을 지켜보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생들이 과제에 열중하고 그 학습 과제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생 1
그룹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성찬식에 참석했는데 한
귀환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했다. 그 사람은 말씀 중에 자신이 몇몇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또 다른 귀환선교사가 성찬식에서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하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마침내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다.

• 선교사가 봉사 지역을 떠난 이후에 구도자가 침례받은 경우보다는 봉사하는 중에
구도자가 침례받은 경우가 더 성공적인 선교 사업이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종이에 심었다와 물을 주었다라고 적어서 그룹원들에게 보여 준다. 바울은 선교사들을
씨앗을 심고 농작물에 물을 주는 사람에 비유했다고 설명한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여러 무리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자신에게 침례를 준 사람의 관록에 의해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믿었다. (고린도전서 1:10~16 참조)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4~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는다. 읽을 차례가
아닌 구성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선교사들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5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가? (5절에
나오는 사역자[ministers]는 종을 말한다고 설명해 준다.)

• 6~7절에 따르면,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사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필요할 경우 7절에 나오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바울은 이 문구를 통해 이 두 가지의 역할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친 말이라고 설명한다.

•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7절)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개종에 이르게 하는 이는 그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성신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돕는 일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고린도전서 3장 6~7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그룹 구성원들이
대답하면, 다음 진리를 고린도전서 3장 6~7절 옆에 적으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도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이다.)

사람들이 성신을 받고 개종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준다.

• 이 진리를 알면 고린도 성도들이 더 화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룹원들에게, 이 진리를 고려하면 위의 시나리오에 나오는 두 귀환 선교사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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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신을 통해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 2
종이에 토대라는 단어를 적어서 그룹 구성원들에게 보여 준다.

• 토대가 건축물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유는 무엇인가?

• 토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바울이 고린도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행한 선교 사업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무엇을 했다고 말했는가?

•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룹 내의 또 다른 구성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 어떤 토대(foundation, 개역개정판
신약전서에는 ‘터’라고 번역되어 있음—옮긴이)를 놓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어떤 토대를 놓았는가?

• 11절에 따르면, 누가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가? (그룹 구성원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 위에 서야 하는 토대가 되신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11절에서 이 진리에 표시해 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면 유혹과 시련을 견디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또한 힐라맨서 5:12 참조)

•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짐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세워
보라고 한다.

학생 3
종이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그룹 구성원들에게 보여 준다. 바울은 종종 성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교회의
회중을 칭하는 데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너희(16절)는 교회의 회중을 말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17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회중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은 교회의 회원들인 회중을 언급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의
몸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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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은 우리의 몸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8~2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19절)이라고
가르쳤음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룹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울의 권고를 기초해 볼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일부
회원들이 선교사이자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의 성과를 비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바울의 판단에 의문을 품었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 수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4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그들의 비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듣고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개의치않았는가?

•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 5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시므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 이 진리를 믿으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4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를 포함하여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6절에 따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서로 다른 점을
보게 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한다.)

• 7절에 기록된 바울의 질문에 기초해 볼 때,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신
이는누구인가?

•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에 대해 생각할 때 바울의 권고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8~21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세상의 사악함으로 인해 수난을 겪도록 부름받는다고 말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어리석[다]”(10절)고비판한다.

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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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5~6장
소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한 철학과 행위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5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다
신선한 과일들 속에 썩은 과일이 하나 담겨 있는 그릇 그림을 칠판에 간단히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썩은 과일 하나를 전시할 수도있다.

• 썩은 과일을 다른 신선한 과일들과
함께 그대로 그릇에 둔다면 어떤
일이벌어지겠는가?

• 그 썩은 과일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영향력)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장 5절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력에 더 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있었던 사악한 행위를 찾아보라고한다.

•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사악한 행위가 있었는가? (음행은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고린도의 교회 회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의붓어머니와 성적인 죄를범했다.)

• 2절에 따르면,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가?
(2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죄인을 교회에서 파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파문이나 그 밖의 교회 선도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여러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 범법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선도의 여러 목적도 감안한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믿음의 확산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
가르침이 지닌 고결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에 포함된다.(“Church Discipline,”
mormonnewsroom.org/articles/church-discipline참조)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5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바울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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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누룩, 즉 이스트는 결국 빵을
상하게 하거나 곰팡이가 슬게 한다고설명한다.)

•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필요한가?

• 반죽 덩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교회.)

•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그들의 사악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5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가르쳤는가?

학생들이 음행하는 자 또는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바울의
권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복사해서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에 비해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시 에스] 루이스가 기록했듯이,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사람일지라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선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The Stern but Sweet Seventh Commandment,” June
1979, 42)

•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의로운 선택을 하려는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약화될 수있는가?

•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은 상황들에 빠지면 선한 사람들이 점차 나쁜 영향을 받아 급기야
무너져 버릴 수있겠는가?

•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친절과 존중을
보이고,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모범이 될 수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5장 12~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교회가 회원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범법을 행한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13절)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쳤다고설명한다.

고린도전서 6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화합과 순결의 법에 대해 가르치다
썩은 과일들 속에 신선한 과일이 하나 담겨 있는 그릇 그림을 칠판에 간단히 그린다.
학생들에게 주변이 온통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이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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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면서,
사악한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어도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법원에 호소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의롭게 해결하라고
권고했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죄가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죄가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가르쳤는가?

•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고린도의 많은 개종자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죄가 되는 행위들을 했으나,
회개하고 죄로부터깨끗해졌다.)

고대의 고린도는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많은 고린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념을 퍼뜨렸다고 설명한다.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을 요약하는 설명으로, 바울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철학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했다고언급한다.

• 고린도에서 성행했던 관념과 행위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목격하는 풍조와
어떻게유사한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 몸의 존재 목적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우리 몸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많은 고린도인들은 몸이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었음이 분명한데도, 바울은 그런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몸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가르쳤다.)

고린도전서 6장 1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 몸의 영적 “지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또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몸 밖에”라는 문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항하고”라고 수정되어 있음을 설명해도좋다.)

•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가르쳤는가?

• 바울은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에게 18절에서
다음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하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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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바울은 왜 음행, 즉 성적 부도덕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인지를
가르쳤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 몸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바울은 우리 몸을 무엇에비유했는가?

성전 사진을 하나전시한다.

• 성전과 그 밖의 다른 건물 간의 차이점은무엇인가?

• 여러분은 바울이 19절에서 가르친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의 몸은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몸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떤 식견을 더 배울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 나오는] 이 진리들을 이해한다면 …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마약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간음, 간통,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의
도구가 되므로 육신을 최대한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육신의 힘을 성별해야 합니다.”(“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7쪽)

•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어떤 문구에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를 보여 주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된 것 또는 도로 산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은 19~20절에 나오는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진리를 19~20절옆에 적으라고 한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값으로
산 것이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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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그게 누구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 좀 누리면 안 되죠?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히브리서 6:6 참조]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고 했으며, 교리와 성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교리와 성약 59:6; 강조체 추가] 피하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구주께서 영과 육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교리와 성약
19:15~20 참조]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그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쪽)

•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영향을미치겠는가?

칠판에 그려 놓은, 썩은 과일들로 둘러싸인 신선한 과일 그림으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우리 몸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악함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순결한 상태로 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오늘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동안 영의 느낌이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 속삭임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성구 익히기—고린도전서 6:19~20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을 바탕으로 짧은 말씀을 써 보라고 한다. 다음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권한다. (1) 이 성구와 관련된 배경 정보(배경 정보는 성구 익히기
카드에 실려 있음), (2) 이 성구에서 가르치는 원리들, (3) 이 성구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잘
드러나는 개인적인 경험.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말씀을 반원들 앞에서 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말씀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전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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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로마서 8장~고린도전서
6장(21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로마서 8~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21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로마서 8~11장)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영의 생각 또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 전한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우리가 영의 영향력을 따르면 죄를
지으려는 육에 속한 사람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 진리들을 찾아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성약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필멸의
삶에서 겪는 모든 도전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약에 따른 축복들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날(로마서 12~16장)
학생들은 로마서 12~13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삼가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로마서 14~15장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판단하기를 삼가야 하며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배웠다.

셋째 날(고린도전서 1~2장)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몇 가지 염려와 질문들을 다루었다. 학생들은 그의 기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화합하고 분열과 분쟁을 없애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것은 오직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알고 이해할 수 있음을 배웠다.

넷째 날(고린도전서 3~6장)
학생들은 이 과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을 계속 공부했다. 학생들은 바울의 말씀에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도울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아시므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그들의 사악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변이 온통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순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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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6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화합과 순결의 법에 대해 가르치다
썩은 과일들 속에 신선한 과일 하나 담겨 있는 그릇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학생들에게
주변이 온통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면서,
사악한 영향력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법원에 호소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의롭게 해결하라고
권고했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죄가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죄가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가르쳤는가?

•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고린도의 많은 개종자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죄가 되는
행위들을 했으나, 회개하고 죄로부터깨끗해졌다.)

고대의 고린도는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많은 고린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념을 퍼뜨렸다고 설명한다.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을 요약하는 설명으로, 바울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철학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했다고언급한다.

• 고린도에서 성행했던 관념과 행위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목격하는 풍조와
어떻게유사한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 몸의 존재 목적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바울은 우리 몸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많은 고린도인들은 몸이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었음이 분명한데도, 바울은 그런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몸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가르쳤다.)

고린도전서 6장 1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 몸의 영적 “지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또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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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몸 밖에”라는 문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항하고”라고 수정되어 있음을 설명해도좋다.)

•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가르쳤는가?

• 바울은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에게 18절에서
다음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하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후 바울은 왜 음행, 즉 성적 부도덕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인지를
가르쳤다고설명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임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 몸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우리 몸을 무엇에비유했는가?

성전 사진을 보여준다.

• 성전과 그 밖의 다른 건물 간의 차이점은무엇인가?

• 여러분은 바울이 19절에서 가르친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의 몸은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해함으로써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또 다른 견해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 나오는] 이 진리들을 이해한다면 …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마약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간음, 간통, 음란한 행위
등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의
도구가 되므로 육신을 최대한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육신의 힘을 성별해야 합니다.”(“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7쪽)

•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어떤 문구에서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유를 보여 주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된 것 또는 그 값이 도로
지불된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은 19~20절에 나오는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값으로 산
것이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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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그게 누구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 좀 누리면 안 되죠?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히브리서 6:6 참조]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고 했으며, 교리와 성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교리와 성약 59:6; 강조체 추가] 피하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구주께서 영과 육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교리와 성약
19:15~20 참조] 우리는 그분에게 그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쪽)

•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영향을미치겠는가?

칠판에 그려 놓은, 썩은 과일들로 둘러싸인 신선한 과일 그림으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우리 몸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악함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결한 상태로 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오늘 토론한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동안 영의 느낌이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 속삭임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다음 단원(고린도전서 7~14장)
학생들에게 그들은 저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적 은사를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다고
말해 준다. 다음 단원을 공부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자신의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한 가지 특정한 영적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은사들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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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과

고린도전서 7~8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기혼 및 독신 회원들에게
결혼과 선교 사업에 관해 가르쳤다. 그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기꺼이 버리라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7장
바울이 교회의 기혼 및 독신 회원들에게 결혼에 대해 권고하다
다음 도식을 칠판에그린다.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움
영적 배움을 얻으려면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경전에서 배우기 위해 전력을 다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다소 어렵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학생들이 복음을 배울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은 복음 학습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학생들이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도 결혼과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 또는 성적 관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상충하는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고린도전서 5~6장에서 공부한 것을 떠올려 볼 때, 고린도에서는 성적인 관계에
대하여 어떤 그릇된 믿음이 만연해있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도식의 왼쪽에 있는 “그릇된 믿음”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누구와라도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를 하는 것이용인된다.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적 순결에 대한 주님의 표준과 관련하여 지침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했는가?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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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기혼자가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도식의 오른쪽에 있는 “그릇된 믿음”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결혼하였더라도 배우자와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없다.

이 도식에 적은 그릇된 믿음 두 가지는 모두 극단적인 관점을 나타내며,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리도인들에게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음행[fornication]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며,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표현되는 사랑과 친밀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수도있다.)

한 학생에게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고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성적 행위를 결혼을 위해 아껴 두라고 명하셨습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5쪽)

• 방금 읽은 내용에서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도식의 “진리” 아래에 적는다.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친밀한 행위가
일어나게 정하셨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출산 능력은 행복의 계획에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인류에게 짝을 찾겠다는 소망은 한결같고 또 매우 강한 것입니다. 필멸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 승영은 강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6쪽)

•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의 목적은무엇인가?

• 출산, 즉 필멸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왜
그토록중요한가?

고린도전서 7장 4~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들은 서로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을 억제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를 여의었거나 이혼한 교회 회원들은 원할 경우 재혼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교회 회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또한 이혼을 찬성하지않았다.

학생들이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에서 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다음 유인물을 복사하여 각

그룹에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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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7:12~17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 중에는 배우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있었다.

• 배우자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17절에서 일부만 회원인 가족들에 대해 했던 권고를 읽으면서,
바울이 오늘날 일부만 회원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다음
빈칸에 요약한다. ____________________.

• 교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회 회원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모범을 보았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7장 12~17절에서 찾은 진리를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표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성결케 하는 영향을미친다.

몇몇 학생에게 교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회 회원에게서 어떤 모범을 보았는지 나눠 달라고 할 수도있다.

고린도전서 7장 25~4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이 성역에 부름 받은”(조셉 스미스
역, 고린도전서 7:29[경전 안내서에 있음]) 독신 회원들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들이 독신이라는 여건 덕분에 “흐트러짐이 없이”(35절), 즉 가족의 부양과 관련하여
현세적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지는않았다.

고린도전서 8장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하여 질문에 답하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백화점 업계에서 종사했습니다. 경영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 조직과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와 같은 만남
대부분은 늘 칵테일을 마시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언제나 그런 시간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몬 라임 소다를 주문하곤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레몬 라임 소다가
다른 주류들과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소다를 손에

쥐고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리아호나, 2011년 8월호, 32쪽)

• 페리 장로가 그런 칵테일 모임에서 투명한 음료를 계속해서 마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었겠는가?

•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의 모범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겠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은 우상, 즉 이교도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를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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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이교도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음식을
먹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고린도전서 8:4~6참조)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사람들은 그런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가? (자애, 즉 타인에 대한
순수한사랑.)

• 이 성구에 따르면, 지식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교만하게 된다.)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교화, 즉 자신 또는 타인을강화함.)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8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약하다[weak]는 것은 이해력이
약한 것을 의미할 수 있고,자유[liberty][9절]는 교회 회원들이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는 음식을 취할 자유를 말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것이다.)

• 9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가? (간증이 약하거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일로 걸려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경우.)

• 10절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어떤 점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어떤 예를 들었는가? (만일 신앙이 약한 교회 회원이, 지역에
있는 이교도 사원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다른 회원을 본다면, 신앙이 약한 그 회원은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도 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8장 11~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구에서실족하게 한다[offend]라는 말은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신앙을 잃게 한다는 의미임을 학생들에게이해시킨다.)

• 이 성구들에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만한 행위를 피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다.)

학생들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활용하기
이야기는 학생들이 경전에서 찾은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의 상황에 맞게
실례를 들어 복음 원리를 설명할 때,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복음 원리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한 학생에게 페리 장로의 기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페리 장로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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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을 각인시킬 음료를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텐더에게 다가가 우유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그 바텐더는 주방으로 들어가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 음료와는 전혀 다른
음료를 손에 들었[습니다.] …

우유는 칵테일 모임에서 제가 마시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제가
몰몬이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저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람들도 100% 우유로만 만든 칵테일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 33쪽)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그들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만한 행위를
피하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오늘 학생들이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진리들에 따라 생활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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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과

고린도전서 9~10장
소개
바울은 자신의 현세적 필요 사항이 교회 재산에서
제공되는 것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염려하는 바를
다뤘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에게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라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피하라고 권고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자신과 청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다
알람 시계를 교실에 가져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둔다. 수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람이 울리도록 미리 설정해놓는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생은 어떤 삶일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읽어 달라고 할 수도있다.

이 활동이 끝날 즈음에 알람 시계가 울려야 한다. 알람이 울리면, 한 학생에게 그 시계를
찾아서 알람을 끄라고한다.

•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들었는가?

학생들에게 알람 소리를 듣고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뭔가를 놓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못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거나 몇몇 행동을 바꾸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9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9장 1~21절에 대한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요약하기

요약을 하면 경전 블록의 일부분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경전 블록의 어떤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약해 주면, 학생들은 줄거리와 맥락을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고, 그 블록의
뒷부분에 나올 원리나 교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요약을
하면 영감받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한 여러 질문들에 답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 회원들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매우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생계를 위해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았다고 썼다. 바울은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처신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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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전파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9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기꺼이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전파했는가?

(음악가나 운동선수 등이 되려고) 장기적인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한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그 학생에게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한다.

• 어떤 식으로 교육이나 훈련을받는가?

• 특정한 행사나 목표를 위해 연습하거나 훈련한 적이 있는가? 어떤 동기로 특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되었는가?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9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운동
경기를 언급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어떤 운동경기를언급했는가?

• 바울은 달리기 선수들이 상을 받으려면 어떤 자질 또는 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은 극기, 즉 자신을 완전히 다스린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바울이 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관은 무엇인가? (영생.)

•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25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극기할 줄 알아야 한다.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극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영생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극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니파이후서 2:8]를 통해서만 온다는 점 또한
학생들이 이해해야한다.)

•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데 왜 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9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극기를 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라고한다.

• 26절에 따르면,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력했다고 묘사했는가?
(확신을 가졌고 헛된 노력을 하지않았다.)

• 27절에 따르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고
기록했다고생각하는가?

바울이 의미했던 바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브리검 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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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내부에 살아 있는 [영,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영에 종속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즉 그분이 이러한 육체에 넣어 주신 그러한
영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하여 높이 들리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

만약 영이 육신에 굴한다면 [영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만, 육신이 영에 순종한다면
그것[육신]은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04~205쪽)

•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를 짓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하라고 경고하다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인생에서 일반적인 한 가지 통념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적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떠한 유혹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현혹시킵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1쪽)

• 사람들이 자신은 유혹에도 끄떡없다면서 스스로를 유혹에 노출시키는 일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혹과 죄에 대해 경고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몇
가지 예를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졌어야했다.

•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강해지는 기회가 될 만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바울은
“신령한 반석” 곧 여호와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또한
신명기 32:3~4참조])

•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의 행동을
어떻게여기셨는가?

몇몇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0장 6~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이야기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하고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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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들에게 일어서서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다 함께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로 어떻게요약하겠는가?

반원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유혹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유혹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유혹에굴복했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방편을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가르쳤는가?

• 14절에서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방편을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해야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0장 13~14절옆에앨마서 13장 28절을 적어 두라고 제언해도
좋다. 한 학생에게앨마서 13장 2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앨마서 13장 28절에 따르면,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우리가 겸손히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면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책자를 들어 올려 보여 주면서, 학생들에게 이 책자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유혹을 항상 피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마음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미리 결정을 해 놓았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쳤을 때나 큰 유혹에 직면했을
경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갈림길에서 받게 될 많은 고민을
덜게 됩니다. …

자신의 자제심을 발전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똑같은 유혹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되풀이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것을 단 한 번만 결정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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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는 그 길에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훌륭한 삶의 비결은 보호와
예방에 있습니다. 악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격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자신을 방치했던
사람들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108~109쪽)

오늘 학생들이 찾은 원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유혹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유혹에 직면하기에 앞서 그 유혹을 피하고자, 여러분의 행동에서 어떤 부분을 바꿀
수있겠는가?

• 여러분은 기꺼이 그런 것들을바꾸겠는가?

학생들에게 유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실천할 계획을 작성해 보라고 한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5~3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관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종교적 관례를 존중하라고 권고했으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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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과

고린도전서 11장
소개
바울은 종교적 관습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 간에 생긴
분쟁을 다루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영원하고도
성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님의 계획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취하기 위한 올바른 준비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11:1~16
바울이 당시의 관습에 대한 분쟁을 다루다
결혼한 부부의 사진을 전시한다.(예를
들면,성전에 가는 젊은 부부,복음
그림책[2009], 120번; 또한 LDS.org참조)
사람들이 저마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1. “나에겐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직장에서의 목표와 결혼
사이에서 내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싶지는않아.”

2.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하고 싶지는
않아.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할까
봐걱정되거든.”

3. “결혼은 나를 얽어맬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은 못 하게되겠지.”

4. “결혼은 내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야. 결혼 생활이 정말기대돼.”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1장 1~16절을 공부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결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남편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에서 “남자”로 번역된 단어는 “남편”으로도 번역될 수 있으며,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말은 남편이 가정을 감리하는
성스러운 책임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리하다[preside]는 말은 영적 및 현세적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의미한다.)

• 남편이 가족을 감리할 때 그를 감리하고 인도하는 이는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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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1장 4~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언할 때의 남성과 여성의 관습에 관하여 질문한 것을 다루었다고설명한다.

신약전서를 읽는 독자들은 종종 바울의 가르침을 남성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가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동등하다고
해서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책임과 신성한 은사는
그 본질 면에서 다르기는 하나 중요성이나 영향력 면에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리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과 관련하여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리아호나, 2014년 4월호, 48쪽)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1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주 안에는”이란 어구를 가리킨다. 이 어구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분의 계획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이 성구는 주님의 계획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주님의 계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교리와 성약 131:1~4참조])

학생들이 위에서 찾은 진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가위를 들고서 종이를 한 장
자르기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이 가위의 양쪽 날이 각각 분리된 모습을 상상해 보게한다.

• 가위의 한쪽 날로만 종이를 자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잘 잘리겠는가? 가위는 함께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와 어떤 점에서유사한가?

학생들이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을 활용하기
복음을 가르칠 때 추상적인 개념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물을 사용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면, 학생들은 교리와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탐구심을 돋움으로써
학습 분위기가 고취될 수 있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과 충만한 영광을 향해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성품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 결혼
관계에 각각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하나 됨과 단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만 균등하게
기여함으로써 이루어 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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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2쪽)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특성과 책임은 가정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작용하는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읽어 주었던 글에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묘사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몇몇 학생에게 주님의 계획에서의 결혼의 중요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간증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도 원한다면 간증을 전할 수있다.

고린도전서 11:17~34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쓴다.진정한 영적 경험, 영혼을 새롭게 함,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부분

학생들에게 가장 최근에 성찬을 취했던 경험을 숙고해 보고,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적힌 어떤 문구를 사용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1장
17~34절을 공부하면서, 성찬을 취할 때 좀 더 영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 시대에 교회 회원들은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한 뒤 성찬을 취했다.고린도전서 11장 17~2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취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찬식의 성스러움을
유지하지 않고 그 모임을 평범한 식사 모임으로 변질시킨 점을나무랐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게 한다.전하다[shew](26절)라는 말은 선포하다, 공언하다, 또는
증언하다라는 뜻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1 Corinthians 11:26, footnote b참조)

최후의 만찬(복음 그림책[2009], 54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 바울의 말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취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가르치셨는가?

• 성찬식 동안에 구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은 불화를 겪고 있던 교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1장 27~3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찬에 관하여 어떤 경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7절과 29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경고했는가?

제108과

626



•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된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겸손과 회개의 영을
지녀야 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90쪽)고 설명한다. 우리가 중대한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서 또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한다면, 그리고 구주를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감독님에게 이야기하라고 권한다.(제3니파이 18:26~29참조)

•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하는 것이 왜 우리의 영혼에 저주가 된다고생각하는가?

•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따르면,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 생활을 고찰해 보는 목적은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으며 회개하고
향상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상위에 두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가?’ 그때 저는 반성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항상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이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찬이 집행될 동안 잠시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기 성찰과 자기 통찰, 즉 반성과 결심의

시간입니다.”(“성찬에 대한 명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25쪽)

학생들이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찾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때 숙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성찬식
동안 자신의 합당성을 점검하면서 자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해 보라고한다.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전과 취하는 동안에 자신의 합당성을 점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약을 더 잘 이행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간증한다. 이러한 축복에는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삶에서 성신의 권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포함된다. 학생들에게
다음번 성찬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더 잘 준비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1장 33~3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 집행과 더불어
했던 식사에 관하여 또 덧붙여 지시를 했다고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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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2장
소개
바울은 여러 가지 영의 은사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각 회원도 영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 제언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이끌기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이끌 때 그들이
교화된다. 학생들 스스로가 경전을 연구하고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그들이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알고 느끼는 것들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복음을 자신의 머리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고린도전서 12:1~11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치다
다음에 나오는 돌판 사진을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이 돌판의 맨 윗부분에 다음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말해 준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스털링 성 부근에 있는 건물의 정문
위쪽에서 이 돌판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 [1986], 45참조)

이 돌판에서 아홉 개의 정사각형에 나오는
부호는 각각 하나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각 모양의 수치를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윗줄은 각 부호가 5, 10, 3을,
가운뎃줄은 4, 6, 8을, 아랫줄은 9, 2,
7을나타낸다.)

• 윗줄에 있는 세 숫자의 합계는
얼마인가? 가운뎃줄의 합계는 얼마인가? 아랫줄의 합계는얼마인가?

이 돌판에서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합계는 모두 18이라고 설명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라는 글귀와 함께 이런 모양이 새겨졌을 만한 이유 한
가지는 이런 모양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재배열되거나 그 수치가 바뀐다면, 이 돌판의
가로줄과 세로줄은 어느 방향으로든 더 이상 합계가 18이 되지 않는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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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할 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돌판의 각
모양과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는데, 성도들 다수가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개종하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상기시켰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예수가 주님이요 구주임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말하다[say]라는 단어는알다[know]로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History of the Church, 4:602–3참조)

•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는
오직 성신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다.이 원리가 조셉 스미스나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도 적용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간증은 논리나 이성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없고, 선물로 받거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의심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책임이 있습니다.’(“선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29쪽) …

우리는 성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할 때 이러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는 … 우리의
간증과 신념의 근원이 될 흔들림 없는 잔잔한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개인적인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8쪽)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성신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 성신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영적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성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쳤음을
설명한다. 영의 은사는 성신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 또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회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46:11참조)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영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유익하게”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라고
설명해준다.)

• 영의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 바울에게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진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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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표를 칠판에 그려 주고, 학생들에게 이
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옮겨 그리라고한다.

영적 은사 이런 영적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방법

반원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고린도전서 12장 8~11절을 공부하고
그에 따른 지시문을 따르라고 한다. 여러분은 다음 지시문을 칠판에 적거나 유인물로 나눠
줄 수있다.

1. 표의 첫 번째 칸에다가고린도전서 12장 8~11절에 언급된 각 영적 은사를열거한다.

2. 각 영적 은사에 대해 그 의미를 토론하고 예를 하나씩든다.

각 그룹에게 그들이 찾아낸 영적 은사들과 각 은사의 의미를 발표하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지혜의 말씀”(8절)은 올바른 판단과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지식의 말씀”(8절)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율법을 말하며, “영들
분별함”(10절)은 참과 거짓을 알아보고 선과 악을 인식하는 것이며, “각종 방언”(10절)은
외국어나 모르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각 그룹에게 8~10절에 언급된 영적 은사들 중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적으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두 번째 칸에 적은 것 중 하나를 반원들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한다.

경전에 특별히 언급된 영적 은사들은 우리가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무수한 은사들 중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준다.

• 또 어떤 은사들이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올 수있는가?

• 여러분은 가족, 친구들, 반 친구들에게서 어떤 영적 은사를알아보았는가?

• 우리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알아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여쭈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축복문을연구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와, 그 은사로부터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2:12~31
영의 은사는 교회 회원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다
학생 네 명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 네
명의 학생 각각에게 다음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해 준다.발, 손, 귀,눈각 학생에게 자신이
들은 단어를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학생이 무엇을
그리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반원들이 각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발, 손, 귀, 눈은 몸이 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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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손가락이나 치아, 또는 발가락 등 신체의 작은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가? 이 작은 상처 때문에, 간단한 일상적인 일을 하는 데조차도 어떤
영향이있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몸과 몸의 여러 부위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몸과 몸의 여러 부위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회원들.)

다음 참조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고린도전서 12:15~22, 25~30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몸을 교회에비유했는가?

학생들을 앞서 나누었던 그룹으로 다시 나눈다. 각 그룹에게고린도전서 12장 15~22,
25~30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측면에서 교회의 회원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몸의 지체를 어떻게 교회 회원들에게
비유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가 몸과 그 지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제언할 수도 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왜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적고 나서 곧바로 교회 회원들의 역할을
언급했다고생각하는가?

• 몸의 지체를 교회 회원들에 비유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어떤
걱정을 해결할 수있겠는가?

• 바울이 교회 회원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한 것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자신이 지닌 특별한 영적 은사를
타인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말씀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눠 주는 것도 고려해본다.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그분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돕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의 영역에서처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도 작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의무를 완수할 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9~70쪽)

• 회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영적 은사와 부름을 받은 덕분에 교회는 어떻게
축복을받는가?

• 여러분은 가족, 세미나리 반, 와드 또는 지부가 그 구성원들의 영적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화된 것을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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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교회를 강화하고 타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가? (이 성구에서사모하라[covet]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라”라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우리는 영의 “더욱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또한교리와
성약 46:8~9참조)

영적 은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감사를 표현하고, 학생들에게 영적 은사를 간절히
구하여 타인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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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3~14장
소개
바울은 사랑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얻고 구하며 그 밖의 영적
은사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며,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매번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 준비하기
수업을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본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치는 목표는
… 반원들의 머릿속에 ‘정보를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목표는 개개인이 복음 원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뒤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70, 107)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사랑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수업을 하기 전에 다음 시나리오들을 칠판에 적거나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한
학생에게 각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시나리오들 중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1. 나는 가정에서 친형제자매의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화날 때가많다.

2.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나도 그 친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생각한다.

3. 나는 친구의 재능과 성취에 질투가난다.

4. 이따금 나는 신권 정원회나 청녀반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험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곤한다.

• 이런 태도와 행동에서 어떤 해로운 결과가 생길 수있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태도와 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상기시킨다. 바울은 서한에서 영적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회원들이 서로
봉사하고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고린도전서 12:7~31참조)를 간절히 구하라고권고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높이 평가한 속성, 즉 영의 은사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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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높이 평가한 속성, 즉 영의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자애].)

사랑, 즉 자애[Charity]는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강한 종류의 사랑으로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경전 안내서, “자애”)고설명한다.

• 바울은 다른 영적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묘사했는가?

1절에서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1절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문구들은 연사가 사랑으로 고취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라는 의미일 수있다.

• 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생각하는가?

•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나눠 주는 사람에게, 혹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은 단지
자선 행위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설명한다.)

다음 표를 칠판에그린다.

사랑인 것 또는 사랑이 하는일 사랑이 아닌 것 또는 사랑이 하지 않는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은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의 특성과 특징을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반원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고린도전서
13장 4~8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 묘사한
것을 표에서 해당하는 칸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각각의 묘사를
이해하도록돕는다

• 사랑에 대해 묘사한 이 모든 특성에 꼭 들어맞는 이는 누구인가? (예수그리스도.)

선지자 몰몬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모로나이서 7:47)라고 가르쳤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사랑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묘사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지니신 사랑, (2)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사랑.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사랑에 대한 묘사 중 몇 개를 선택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들어맞는 묘사인지 반원들에게 설명해 보라고한다.

•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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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사랑은 …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지대한 사랑,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그
사랑에서 완전하고도 순수하게 표현된다. … 사랑,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인생은 두려움과 실패로 가득하다. 계획이나 기대가 어긋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경제나 사업체 또는 정부에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세나 영원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37)

•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기억하면 어떻게
유익이 될 수있는가?

• 고린도전서 13장 4~8절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얻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음
진리를 분명히 한다.우리가 영적 은사인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좀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고린도전서 13장 9~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중에는 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며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언급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끝까지 즉, 변함없이,항상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 세 가지
영의 은사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바울은 가장 큰 영적 은사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사랑은 가장 큰 영의 은사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신앙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사랑을낳는다.)

•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왜 사랑이 가장 큰 영의
은사라고생각하는가?

바울이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고했음을설명한다.

•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모로나이서 7장 4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몰몬은 당시 백성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가족,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있는가?

•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사랑을 목격한 때에 관해
말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줄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사랑에 대해 열거된 특징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지 목표를 적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목표를 상기할 수 있도록 그 종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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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4장
바울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다고 가르치다
탑을 쌓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이를테면 여러 개의 블록, 상자, 카드, 또는 책을
교실에 가져온다. 한 학생에게 1분 동안 그 물건들로 최대한 높이 탑을 쌓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탑을 쌓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구를 찾아보라고한다.

• 3절에서 탑을 쌓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구는 무엇인가? (덕을 세우[다]. 필요할 경우,
덕을 세우다[edify]라는 말은 힘을 키우거나 영성을 늘린다고 할 때처럼 덕을
“쌓는다”는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한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 즉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보다는 어떤 영적 은사를 구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의 은사를 바라고 구하도록권고했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예언은 영감받은 신성한 말씀 또는 기록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은
이를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는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요한계시록
19:10) … 사람이 예언할 때, 그는 그 자신의 유익 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기록한다.”(경전 안내서, “예언,
예언하다”, scriptures.lds.org)

다음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예언 = 영감에 따라 가르치고 간증하는것

• 3절에 따르면, 영감에 따라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영감에 따라 가르치고 간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위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받은 가르침과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덕을 세우고
위안을얻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이며, 회원들이 더 유용한 영적 은사를 구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경고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4장 31, 33, 4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언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언하는 것에 관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가? (남성과 여성 모두
예언, 즉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질서 있게
행해져야한다.)

• 이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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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올바른 질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바울이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기록한 내용은 그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시한 한 가지 예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바울은 분명히 여성이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에(고린도전서 11:5참조) 그가 어떤 의도로 이 권고를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34절과 35절에 나오는말하다[speak]라는 단어가
다스리다[rule]로 수정되어 있다. 이 단어 변경에서 짐작되는 것은 일부 고린도 여성들이
예배 모임에서 질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따르기보다는
변칙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인도하는 책임을 맡으려 했기에, 바울이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380참조)

고린도전서 13~14장에서 가르친 진리들을 간증하고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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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전서
7~14장(22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고린도전서 7~14장(22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고린도전서 7~8장)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기혼 및 독신 회원들에게 전한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친밀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성결케 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만한 행위를 피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음을 배웠다.

둘째 날(고린도전서 9~10장)
학생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권고를 공부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일에서 극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방편을 주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셋째 날(고린도전서 11장)
학생들은 주님의 계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배웠다. 또한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넷째 날(고린도전서 12~14장)
학생들은 영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는 오직 성신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영적 은사인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좀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사랑은 가장 큰 영의 은사이다. 영감에 따라 가르치고 간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교화되고 위안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소개

바울은 여러 가지 영의 은사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며,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각 회원도 영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12:1~11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치다
다음에 나오는 돌판 사진을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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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이 돌판의 맨 윗부분에 다음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말해 준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스털링 성 부근에 있는 건물의 정문
위쪽에서 이 돌판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 [1986], 45참조)

이 돌판에서 아홉 개의 정사각형에 나오는
부호는 각각 하나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각 모양의 수치를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윗줄은 각 부호가 5, 10, 3을,
가운뎃줄은 4, 6, 8을, 아랫줄은 9, 2,
7을나타낸다.)

• 윗줄에 있는 세 숫자의 합계는 얼마가?
가운뎃줄의 합계는 얼마인가? 아랫줄의 합계는얼마인가?

이 돌판에서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합계는 모두 18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모양들이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라는 글귀와 함께 새겨졌을 만한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모양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재배열되거나 그 수치가 바뀐다면, 이 돌판의
가로줄과 세로줄은 어느 방향으로든 더 이상 합계가 18이 되지 않는다는점이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할 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돌판의 각
모양과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영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유익하게”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라고
설명해준다.)

• 영의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영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진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8~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언급한 영적 은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아낸 영적 은사들과 각 은사의 의미를 말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지혜의 말씀”(8절)은 올바른 판단과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지식의 말씀”(8절)은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율법을 말하며, “영들
분별함”(10절)은 참과 거짓을 알아보고 선과 악을 인식하는 것이며, “각종 방언”(10절)은
외국어나 모르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 이런 영적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있는가?

경전에 특별히 언급된 영적 은사들은 우리가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무수한 은사들 중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준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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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은사들이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올 수있는가?

• 여러분은 가족, 친구들, 반 친구들에게서 어떤 영적 은사를알아보았는가?

• 우리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알아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여쭈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축복문을연구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와, 그 은사로부터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2:12~31
영의 은사는 교회 회원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다
학생 네 명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 네
명의 학생 각각에게 다음 단어들 중 하나를 말해 준다.발, 손, 귀,눈각 학생에게 자신이
들은 단어를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 학생이 무엇을
그리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반원들이 각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발, 손, 귀, 눈이 어떻게 몸이 하는 일에
기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손가락이나 치아, 또는 발가락 등 신체의 작은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가? 이 작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동작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주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2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몸과 몸의 여러 부위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몸과 몸의 여러 부위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회원들.)

다음 참조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고린도전서 12:15~22, 25~30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몸을 교회에비유했는가?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고린도전서 12장 15~22, 25~31절을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점에서 교회의 회원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몸의 지체를 어떻게 교회 회원들에게 비유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가 몸과 그 지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제언할 수도 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왜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적고 나서 곧바로 교회 회원들의 역할을
언급했다고생각하는가?

• 몸의 지체를 교회 회원들에 비유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교회 회원들이 어떤
걱정을 해결할 수있겠는가?

• 바울이 교회 회원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한 것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원리들을 언급하겠지만, 다음 원리를 확실히 찾아내도록 한다.
우리가 자신이 지닌 특별한 영적 은사를 타인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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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시작할 때 전시했던 돌판 사진을언급한다.

•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돌판의 각 모양과 같은가? (우리 각자는 특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시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결합하여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중요하며, 교회의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다.)

• 여러분은 가족, 세미나리, 주일학교, 청녀, 신권회 반, 와드 또는 지부가 그 구성원들의
영적 은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화된 것을보았는가?

학생들에게 교회를 강화하고 타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해 준다. (이 성구에서사모하라[covet]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라”라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우리는 영의 “더욱 큰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또한교리와
성약 46:8~9참조)

영적 은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감사를 표현하고, 학생들에게 영적 은사를 간절히
구하여 타인에게 봉사하고 교회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라고권한다.

다음 단원(고린도전서 15장~고린도후서 7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언급했는가? 누가 부활하게 되는가? 부활체는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가? 부활체는 모두 동일한 영광을 갖게 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특히 슬픔, 좌절,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무엇에서 희망을 얻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다음 단원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교리와 원리들을 배울 것이라고설명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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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과

고린도전서 15:1~29
소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했다. 그런 후 바울은 부활의 교리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15:1~10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하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유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을 지나야 합니다. 죽음은 나이 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찾습니다. 희망을 꽃피우고 영광스런 기대를 받는 청소년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도 그 손아귀 밖에 있지 않습니다.(“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4쪽)

학생들에게,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괜찮다면 그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5장 1~29절을 공부하면서,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부 교회 회원들이 가르쳤던
그릇된 믿음을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어떤 그릇된 믿음이 가르쳐지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은없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3~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 회원들이 구주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구주의 사명과 부활의 실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간증했는가?

• 이 성구들에서 사도의 역할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간증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간증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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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 진리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몬슨 회장의 다음
간증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한 간증을 이야기해 줄 수도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간절함으로, 저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시며,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
간구합니다.”(“내 구주 살아 계시다”, 25쪽)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도들의 간증이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있다.

고린도전서 15:11~29
바울이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1~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실재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는 거짓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쓴다.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 (고린도전서 15:16~19참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 (고린도전서 15:20~22참조)

반원들 절반에게고린도전서 15장 16~1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어떤 축복들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을 읽은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은 해당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말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그들의 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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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절에 나오는첫 열매는 농부가 수확하는 첫 번째 농작물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수확의 열매가 수확할 많은 농작물 중 첫 번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존재 중 첫 번째로 부활하신분이셨다.

•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6~19절을 읽은 학생들에게 칠판에 나오는 해당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말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그들의 답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한다.

14~1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를 생각해 보게 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지니셨음을 보이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이 헛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권능을
지니셨음을안다.

바울이 19절에서 했던 다음 말을 언급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자이리라”

• 만일 우리가현세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또는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소망이 사라진다면, 왜 우리는 불쌍한 자이겠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이 현세에서만 적용될 것이며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성취될 수없다.)

20~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큰 소망을 안겨 주는가? (우리는 모두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되리라는 소망.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또는 자신이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있는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유인물로 준비해서 학생들에게준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 조셉 스미스는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라고말했는가?

•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을 기초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복음
진리들에 대한 기본이되는가?

부활의 실재성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는 것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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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15장 23~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부활에 순서가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끝내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25~2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그 발 아래에”[25절] 놓이게, 즉 멸망하게된다.)

• 누가 또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 (예로는 죄, 부패,
사악함, 사탄이포함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최후의 원수는무엇인가?

• 왜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로막는 원수로
간주될 수있는가?

고린도의 일부 교회 회원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바울은 그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뭔가를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음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수행해 왔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어보았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왜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받는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음을 증거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이 필수적인 의식을 받을 수있다.

성전 사진을 한 장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크거나 작거나, 오래되었거나 새것이거나, 모든 성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이생에서의 삶처럼 분명하게 실재한다는 우리의 간증의 표현입니다.”(“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4쪽)

학생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거나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준비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 조상의 이름을 준비하거나 그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들었는가?

•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강화되었는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할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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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도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라고권한다.

성구 익히기—고린도전서 15:20~22
학생들이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에 나오는 교리를 알면 타인을 돕는 데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를 펼쳐서 이 성구에서 이해한
바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 짤막한 편지글을 써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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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과

고린도전서 15:30~16:24
소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계속 가르쳤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기뻐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라고 권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전서 15:30~52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삶을 살려고하겠는가?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칠판에 적어 놓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0~3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박해를 견디고 죽음을 무릅쓰려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일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2절에 따르면,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말했는가?

• 부활은 실재하기에,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면 왜 위험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5장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주:학생들이 진리를 찾아서 말하면, 그 진리들을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할 수도 있는 질문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6~3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씨앗을 육신에 빗대어 설명했다고 말해 준다. 즉,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묻힌 후
부활로 나아오게 될것이다.

해, 달, 별들 그림을 전시한다.(또는 칠판에그린다.)

•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볼 때, 해의 빛은
달의 빛과 어떻게비교되는가?

• 달의 빛은 별들의 빛과
어떻게비교되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39~4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또한 그 학생에게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
고린도전서 15장 40절도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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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각 부활체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해와 달과 별들의 밝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영광[glory]이란 단어는 빛, 광채, 광휘를 나타내는 말일 수
있다고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0~42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들을 참조한다.

• 바울은 무엇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에 비유했는가? (부활체의영광.)

• 빛 또는 영광이 지니는 이러한 차이는 부활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부활체의
영광은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

한 학생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부활체마다 각각 그 영광이 어떻게 서로 다를지 잘 들어 보라고 한다. 그
학생이 읽기 전에, 스미스 회장이 말한 “해의 영광에 속한 몸”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1:1~4참조)

“부활하면 여러 종류의 몸이 있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몸은 내세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의 영광에 속한 몸과, 달의 영광에 속한 몸과 별의 영광에 속한
몸이 있게 됩니다. …

어떤 사람은 승영과 영원한 증식의 모든 권능을 지닌 해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은 … 구주처럼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달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달의 영광에 속한 몸을 갖게 되어 해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의 몸보다는 더 빛날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2권,
253~254쪽)

• 부활체마다 각각 그 영광이 어떻게 서로 다를것인가?

칠판의 해 그림에는해의 영광, 달 그림에는달의 영광, 별 그림에는별의 영광이라고
적는다. 각 그림 아래에 간단하게 몸 그림을 하나씩 그리되, 해의 영광의 몸은 달의
영광보다는 더 많은 영광을, 달의 영광의 몸은 별의 영광의 몸보다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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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 회장에 따르면, 사람이 부활할
때 받게 되는 몸 또는 영광은 무엇에
따라결정되는가?

• 스미스 회장에 따르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해의 영광의
몸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일부로,
해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못 받는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해의 영광의 몸
그림 아래에승영과 영원한 증식의
권능이라고적는다.)

“승영[의] … 권능”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며, “영원한 증식”이란 영원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축복들은 해의 왕국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승영에 오른 이들만이 누릴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9~20참조)

학생들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해의 영광의 몸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88편 21~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해의 영광의 몸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해의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한다]”[22절]는 말은 모든 의식을 받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해의 왕국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활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알면, 이 세상에서 하는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5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부활체가 어떠한지 좀 더 분명하게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필멸의 몸을 “육의 몸”(44, 46절)과 썩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체를 “신령한 몸”(44, 46절)과 “썩지 아니할 것”(52절)으로 언급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 또는 죽지 않음을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53~58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기뻐하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부활할 때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 53절에 따르면,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 어떤 점에서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을 것인가? (부활체는 더 이상 부패 또는 죽음에
예속되지 않을것이다.)

• 우리 각 사람이 부활체를 얻고 각자에게 해당하는 영광의 등급을 영원히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있겠는가?

학생들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에게 곤충에 쏘였던 적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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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그 쏘인 경험을 어떻게묘사하겠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전서 15장 54~5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무엇이 더 이상 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무엇이 더 이상 쏘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육체적사망.)

• 육체적 사망은 어떤 의미에서 “쏘는 것”(55절)이 되는가? 즉, 어떤 점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육체적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54절)되었는가?

• 왜 육체적 사망이 더 이상 쏘지 못하는지, 즉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덕분에 육체적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육체적 사망에 따른 쏘는 것은 없어졌지만, 사망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죄에서 비롯되는 사망의 쏘는 것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죄에서 비롯되는 사망의 쏘는 것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다고가르쳤는가?

• 58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의 글을 읽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니 무엇을 하라고권했는가?

• 우리가 죄에서 비롯되는 사망의 쏘는 것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56~58절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죄에서 비롯되는 사망의 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사라진다.)

•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뜻인가?

•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데에 회개가 어떤 역할을하는가?

배운 진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열거한 진리들로 돌리고,
그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부활에
관해 배운 진리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진리는 무엇인가?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복음 대로 생활하는 데 좀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다
고린도전서 16장 1~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13절)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14절) 모든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점을설명한다.

제112과

650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성구 익히기—고린도전서 15:40~42
학생 두 명에게 경전을 가지고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교사를 구도자로 가정하고,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선교사라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구절과 그 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활용하여, 사망과 부활에 대해
그들이 아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망과 부활에 대해
구도자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그 밖의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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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소개
왜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이 두 번째 서한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안을, (바울 자신이
본보기가 되었듯이) 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힘을,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참된 교사를
분별하는 것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모범과
가르침은 학생들이 마주한 상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영원한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도록 영감을 줄것이다.

누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는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두 번째 서한을 썼다.(고린도후서 1:1참조)

고린도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직후에 에베소에서는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소동이
일어났으며(사도행전 19:23~41참조), 그는 마게도냐로 떠났다.(사도행전 20:1;
고린도후서 2:13; 7:5참조) 그가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후서를 쓴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대략 주후 55년에서 57년으로 추정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고린도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시기에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 디도는 바울이 앞서 보낸 서한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린도후서 7:6~13참조) 그 고린도의 지부는 발전하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부패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바울은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아마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고린도후서 1:15~16참조) 성도들 중 일부를 질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린도후서 2:1; 12:21참조) 예루살렘 지역 출신이었던 그 일부 성도들은
고린도로 와서 그곳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의 많은 부분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루는내용이다.

바울의 서한은 그의 말씀을 더 듣고자 했던 사람들과(고린도후서 1~9참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록되었다.(고린도후서 10~13
참조) 대체로 고린도후서에는 이 서한의 몇 가지 목적이 다음과 같이드러난다.

1. 이전에 보낸 서한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강화한다.

2.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리를 부패시킨 거짓 교사들에게경고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성품과 권세에 대해 변론한다.(고린도후서
10~13참조)

4.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후한 헌금을 하도록
권한다.(고린도후서 8~9참조)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바울의 서한 중 다수가 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 서한의 대부분은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염려를 강조한다. 바울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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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는 이들에게는 굳건하게 맞섰지만, 한편으로 그는 성도들의 행복과 안녕을
염려하는 애정 어린 신권 지도자였음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을 자전적으로 서술했으며, 자신이 지닌 “육체[의]
가시”(고린도후서 12:7)에 대해썼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나오는 성스러운 경험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현은 앞서 그가 부활체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했던
교리적 언급과 더불어(고린도전서 15:35~44참조)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시현과
유사한 성경 기록으로 볼 수있다.

개요

고린도후서 1~5장바울은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신다고
간증한다.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당부한다. 복음과 주님의 영이 하는 일은
모세 율법의 조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역경을 겪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영원함을 상기시킨다. 그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함을 이해하도록돕는다.

고린도후서 6~13장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반대에 맞서서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론하고 독자들에게 세상에서 분리되라고 권고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참조)에 대해 가르친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후하게 헌금할 것을
권고한다. “거짓 사도[들]”(고린도후서 11:13)에게 강력히 반박한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전적으로 상세히 전한다.
셋째 하늘에 대한 시현을 기록한다.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살피고 자신의 충실함을
증명하라고권고한다.

고린도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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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과

고린도후서 1~3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한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중
가운데 있는 죄인을 용서하도록 권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께로 향하면 좀 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힘든 시련이나 고난을 겪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우려고 무엇을했는가?

• 여러분은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적이있었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 에베소에서는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사도행전 19:23~41참조)주:아시아는 로마제국이 다스리던 한
지방으로, 현대의 터키이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으며, 그곳에서 디도는
바울이 앞서 보낸 서한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바울은 또한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린도에 있는 일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부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달갑잖은
교사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고린도후서를썼다.

몇몇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기에 위로가 되었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을했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4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위로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

• 여러분은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그분의 위로를 받도록 도울 수 있었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 나누는 것도 고려해본다.)

고린도후서 1장 6~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일들을 말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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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시련을 겪는 동안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시련을 겪는 동안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되었는가?

•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11절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이 시련을 겪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12~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자신이 첫 번째 서한에서 했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 기뻐했다고 설명한다. 15~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일로 자신을 책망하는 이들에게 답했다.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또는 그의 가르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 같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일과는 관계없이 복음 메시지는
참되다고말했다.

고린도후서 2장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왜 어려울 수도있겠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2장을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한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신앙이 부족하여서 그들을 훈계했음을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훈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 그 성도들을 훈계한 동기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바랐는가?

• 누군가가 우리를 훈계하고 바로잡으려 애쓴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5~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을
근심하게 했던 한 교회 회원에 대해 썼다고 설명한다. 그 일로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선도 조치를취했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2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성도들은 그토록 많은 근심을 안겨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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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영혼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8:10참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고권고했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2장 9~1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11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떨치게 될 것이다.학생들에게 11절에서 이 진리에 표시하라고 제언해도좋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죄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학대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내맡긴다는
뜻도 아니다. 그보다,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학대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 어떠한 원한이나 분노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을 받았다. (경전 안내서, “용서하다”, scriptures.lds.org;교리와 성약
64:9~11참조)

•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떨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학생들은 교리나 원리를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교리나 원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끄는 질문을 하거나, 어떤
원리를 현대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어떤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교리와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용서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사탄이 자신에게 더 큰 힘을 떨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하는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힘든 시기에도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기록했다.

고린도후서 3장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께로 향할 때 좀 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치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시작했으며, 개종자들에게 모세 율법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바울을
불신하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자신을
불신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응하여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의 자신의 성품과 적법성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그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바울 시대에 어떤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흔히 추천서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런
추천서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훌륭한 성품을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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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3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무엇이 자신의 추천서 역할을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무엇이 바울의 추천서 역할을 했는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서한과도같았다.)

• 2절에 나오는 “뭇 사람이 알고 읽는”이란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범을 통해 먼저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의 참됨을
판단하게 된다는뜻이다.)

3절에 나오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라는 문구를 짚어 주면서,
학생들에게 모세 시대에는 계명을 돌판에 썼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신의 권능을 통해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고가르쳤다.

고린도후서 3장 5~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폐지해야 했던 고대의 모세 율법도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면 영원한 복음 성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바울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여호와와 대화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에서 발하는 영광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상기시켰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3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서 발산하는 영광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모세에게 수건을 쓰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비유했는가?

• 14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와 15절에 나오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는 문구는 어떤뜻이겠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3장 16~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오해의 수건을 벗겨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16절에 나오는 “주께로
돌아가면”이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Joseph Smith Translation,
2 Corinthians 3:16)으로 수정되어 있다고설명한다.

•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그 백성들은 오해의 수건을
벗어 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했는가?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

• 18절에 따르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오해의 수건을 벗어 버리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문구는 우리가 영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됨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영을
받으며, 그로 인해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하게 될것이다.”

•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1분을 줄 테니, 사람들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열거한 내용들을 반원들 앞에서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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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영이 자신이나 아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마음이 주님께 더 잘 돌이키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영을 받아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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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과

고린도후서 4~5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현세에서
겪는 시련과 환난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세상의 축복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또한 성도들에게

심판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이 자신은 고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간증하다

실물과 그림
복음을 가르칠 때 추상적인 개념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 실물과 그림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림 1을 전시한다.

•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을묘사하는가?

• 떠밀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는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들겠는가?

그림 2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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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상황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어떻게바뀌는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고난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 서한을
썼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4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에 대해 가르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확신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세상의
신”(4절)인 사탄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 성역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보배”(6~7절)가 담긴 질그릇에비유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4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선교 사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자신이 하는 선교 사업의 어려움을 어떻게설명했는가?

• 바울은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설명하고자 어떤
표현을사용했는가?

•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1~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죽음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4장 14~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시련과 박해에 맞서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자신이 시련과 박해에 맞서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알았는가?

•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16절)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영은
나날이 강화되고있었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짝과 함께고린도후서 4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바울이 시련과 역경에 대해 성도들에게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별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유인물로 나누어 주거나 칠판에 적을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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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4:17~18
1.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에 대해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가?
2. 우리가 자신이 겪는 역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역경을 보았기에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굳건히 남은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칠판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포함하여 몇 가지 가능한 진리를 적을 것이다.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시련과 역경은 그것들을 충실하게 견딜 때 오는 영원한 축복과 성장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 현세적인 고난은 영원한 성장과 영광을 가져올 수 있기에, 힘든 시기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필멸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목적이있다.

몇몇 학생에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 어떤 점에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성장을 가져올 수있는가?

• 이런 진리들을 기억하면 시련과 고난을 충실히 견디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몇몇 학생에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하나
나누는 것을 고려해본다.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치다
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 준다. 각자 그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서 한쪽 절반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고, 다른 쪽 절반에는하나님 아버지를 적으라고 한다. 우리가 이 지상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왔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 종이를 절반으로
찢어서 양쪽을 분리해 두라고한다.

• 이처럼 찢어진 종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자
지상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을 어떤 점에서 상징적으로나타내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5장 6~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 관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신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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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각 학생에게 이 진리를 자신의 이름을 적은 반쪽의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7절)

• 여러분이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결정들 중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쓴다. 그들의
답에는 교회 표준 따르기, 선교사 봉사 결정, 간증 나누기 등이 포함될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또는 아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현재 당면한 상황이나 결정 중에서 신앙으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를 한 가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신앙으로 행하라고격려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5장 8~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9절에 따르면, 바울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한다고말했는가?

• 10절에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을 기초해 볼 때, 왜 우리가 현세에서 선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지상 생활에서 행한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학생들에게 10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문구를 표시해 두라고 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르라고권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5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조셉
스미스 역,고린도후서 5:16(경전 안내서에 있음)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하셨는가?

• 15~1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속죄 덕분에 무엇을
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육신에 굴복하지 않는다. 각 학생에게 이 문장을 자신의 이름을 적은
반쪽의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5장 17~1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적은 반쪽의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 “새로운 피조물” (17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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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모사이야서 27장 23~26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베드나 장로의 설명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 본연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구주의 속죄를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개종하면 개인은 믿음과 마음과 삶에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며(사도행전 3:19; 제3니파이 9:20 참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의식적인 결심이 그에 뒤따릅니다.

… 구원과 승영의 의식과 성약을 존중하고(교리와 성약 20:25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니파이후서 31:20),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면(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고린도후서 5:17 참조)”(“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7쪽)

각 학생에게 양쪽의 종이를 원래대로 놓으라고 한다.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이전에
분리되었던 두 당사자가 서로 합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아담의 타락과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하신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5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겪으셨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진리들을 다시
살펴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르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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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6~7장
소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역을
베푸는 자로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변론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그들 자신을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확언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죄를
회개한 일을 기뻐했다.

교수 제언

공과 진도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교수 제언을 사용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성구들로 넘어가기에 앞서 그 성구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거나 학생들이 원리와 교리를 재빨리 찾아보게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성구 블록의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 결정할 때, 영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고린도후서 6:1~13
바울이 하나님의 성역자들의 특성을 설명하다
학생들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와드 또는 지부 회원 몇 사람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몇몇이 교회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한다. 여러분이나 다른 회원들이 그에 맞서
무례하게 대응한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반대나 조롱을 겪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6장 1~13절을 공부하면서, 그럴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을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1절), 즉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고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사야 49:8참조)을인용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6장 3~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들 절반에게는
바울과 동료 성역자들이 어떤 반대를 겪었는지를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바울과 동료 성역자들이 그 반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과 동료 성역자들은 어떤 반대를겪었는가?

• 그들이 그 반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는무엇인가?

3절을 다시 살펴보며,직분[ministry]이란 단어는 교회의 일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오늘날 교회 회원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견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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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3~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반대를 겪을 때 사랑과 친절과
의로움으로 대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던 시나리오를 상기시킨다.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의로운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6:14~18
바울이 성도들에게 악인들 사이에서 나오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다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누어준다.

고린도후서 6:14~18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주님의 약속

학생들에게 조별로고린도후서 6장 14~18절을 읽으라고 한다. 조별로 한 학생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주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른 학생에게는 성도들이 바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일 경우 어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사용하여 함께 표를 작성하라고 한다.벨리알[Belial]은 악을 의미하고(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Belial”참조),믿지 않는 자[infidel]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덧붙여, 바울이 전에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성전이란 단어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가리킨다고설명한다.

조별로 각자가 찾은 내용을 짝에게 서로 이야기해 주고 표를 작성하도록 시간을
충분히준다.

바울은 특히 성도들에게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우상 숭배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부정한 것”(17절)에서 자신을 분리하라고 경고했음을 설명한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든 창조물을 사랑하거나 숭배하는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자 유인물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위에조건이라고 적고, “주님의
약속” 위에결과라고 적으라고한다.

• 고린도후서 6장 14~18절에서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여러 원리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우리가 거짓된 행위와 부정한 것들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거짓된 행위나 부정한 것들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겠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수있는가?

이 원리는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거듭 단언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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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린도후서 6:17)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행위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을 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심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된 행위와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7장
바울이 성도들의 참된 회개를 기뻐하다
한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추천서 접견을 하는 한 젊은 여성이 과거에 지은 몇 가지 죄를
감독님에게 고백한다. 감독님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한 후, 그 여성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죄들을 지었음을 알게
된다. 감독님은 그 여성에게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추천서 받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오랫동안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독님은 단순히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참된 회개의 과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 이 시점에서 접견을 하던 그 여성은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그 학생에게 이 시나리오의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그 여성은 감독님에게 결혼식과 피로연 초대장이 이미 발송된지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결혼 계획을 연기할 때 받게 될 온갖 질문과 당혹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획대로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그 후에 회개 과정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묻는다.

• 그녀가 감독님에게 보였던 반응을 볼 때, 그녀는 무엇을 가장 염려하는 것같은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7장을 공부하면서,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여성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진리를 이해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에
맞서 계속해서 변론했으며 자신은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신시켰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7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전에 보낸 서한 중 하나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찾아본다.

• 그 서한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주었는가?

• 왜 바울은 그들의 근심을기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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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7장 10~11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근심과 각 근심에 따른 결과에 표시하라고 제언할 수도있다.

•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근심은무엇인가?

칠판에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세상 근심이라고 적는다. 한 학생에게 “세상
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슬픔은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형벌을 받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82쪽)

• 여러분은 세상 근심이란 무엇인지를 어떻게요약하겠는가?

• 10절에 따르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10절에서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칠판에서 “세상 근심”
아래에 다음 진리를 적는다.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적 사망에 이르게, 즉 하나님과
분리되게 할 수 있다.)

• 어떤 점에서 세상 근심은 개인을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일을 가로막을 수있다.)

• 10절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칠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래에 다음 진리를 적는다.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이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
주님이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온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요소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82~83쪽)

•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도록
이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했던 그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여성이 감독님과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았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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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을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돕는다.

우리 죄에 대해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해지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추구하라고 말해준다.

고린도후서 7장 12~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표현했다고설명한다.

고린도후서 6~7장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찾은 진리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이
진리들을 적용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속삭임을 따르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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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전서
15장~고린도후서
7장(23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고린도전서 15장~고린도후서 7장(23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들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고린도전서 15:1~29)
학생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간증한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이 필수적인 의식을 받을 수 있음을 배웠다.

둘째 날(고린도전서 15:30~16:24)
이 과에서 학생들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했다. 그들은 부활체의 영광은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죄에서 비롯되는 사망의 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사라진다는 것도 배웠다.

셋째 날(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위로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더
힘을 떨치게 된다는 것과,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영을 받으며, 그로 인해 좀 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넷째 날(고린도후서 4~7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바울이 자신의 성역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찾아냈다.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시련과 역경은 그것들을 충실하게 견딜 때 오는 영원한 축복과 성장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신앙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행한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거짓된 행위와 부정한 것들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다.

소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확언하였고 자신이 지난번에 했던 권고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끈다고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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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고린도후서 7:8~11
바울이 성도들의 참된 회개를 기뻐하다
한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추천서 접견을 하는 한 젊은 여성이 과거에 지은 몇 가지 죄를
감독님에게 고백한다. 감독님은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한 후, 그 여성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으며, 그녀가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죄들을 지었음을 알게 된다. 감독님은 그 여성에게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추천서 받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오랫동안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독님은 단순히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참된 회개의 과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 이 시점에서 접견을 하던 그 여성은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그 학생에게 이 시나리오의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그 여성은 감독님에게 결혼식과 피로연 초대장이 이미 발송된지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결혼 계획을 연기할 때 받게 될 온갖 질문과 당혹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획대로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그 후에 회개 과정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묻는다.

• 그녀가 감독님에게 보였던 반응을 볼 때, 그녀는 무엇을 가장 염려하는 것같은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7장 8~11절을 공부하면서,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여성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진리를 이해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7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전에 보낸 서한 중 하나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서한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주었는가?

• 왜 바울은 그들의 근심을기뻐했는가?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7장 10~11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근심과 각 근심에 따른 결과에 표시하라고 제언할 수도있다.

•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근심은무엇인가?

칠판에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세상 근심이라고 적는다.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벤슨 회장이
세상 근심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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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슬픔은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형벌을 받는 것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82쪽)

• 여러분은 세상 근심이란 무엇인지를 어떻게요약하겠는가?

•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10절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칠판에서
“세상 근심” 아래에 다음 진리를 적는다.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적 사망에 이르게, 즉
하나님과 분리되게 할 수 있다.)

• 어떤 점에서 세상 근심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개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있다.)

• 10절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칠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래에 다음 진리를 적는다.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이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는 이유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인
주님이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온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 그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요소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82~83쪽)

•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도록
이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했던 그 여성에 관한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여성이 감독님과 접견을 하는 동안,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가? 왜 그렇지 않은가? (그 여성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것보다 결혼 계획이 미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게 될 말들을 더염려했다.)

• 세상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은사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분의 고통에 무게를 더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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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죄에 대해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깨끗해지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추구하라고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이 23단원을 공부하면서 찾은 진리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들에게 이 진리들을 적용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속삭임을 따르라고 권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과고린도전서 15장 40~42절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복습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 나오는 교리들을 설명해 보고, 이 성구들을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가르칠지 말해 보라고한다.

다음 단원(고린도후서 8장~에베소서 1장)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을 느끼고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영의 열매 또는 영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은 무엇을 받도록
예임되었는가? 우리는 음식, 의복, 주거 등 현세적인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떻겠는가? 바울이 이런
질문들과 그 외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음 주에 배우게 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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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8~9장
소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한을 쓰면서 마게도냐의
회원들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구주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권유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들을
받는지를 가르쳤다.

교수 제언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학생들이 배우는 동안 성신의 교화하는 영향력을 느끼려면 그들도 역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앨마서 32:6)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학생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어] …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앨마서 16:16~17)
간구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8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권고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0쪽에서 발췌)을
칠판에 적되,가난이란 단어가 들어갈 자리는 비워 둔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유사 이래가난은 인류가 겪는 가장 크고 보편적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은
대개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영적 및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을
쇠약해지게 할 수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말씀에서 빠진 단어를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그런 후가난이란
단어를적는다.

• 가난이란 무엇인가? (돈이나 물건, 또는 생계 수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상태이다.)

• 왜 가난은 그토록 힘든 도전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또는 영적 도움을 포함하여 어떤
종류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8~9장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도움을 풍성하게 주었다고 말했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673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회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러한 모범을 따르라고권했다.

칠판에부유함과가난함이라고쓴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들을
하고,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힌부유함과가난함아래에열거한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세에서 부유하셨는가? (학생들의 대답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멸의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장자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세상을창조하셨다.)

• 어떤 점에서 그분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다고 여겨질 수 있었겠는가?
(그분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뒤로하고 지상의 미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생활하셨다.)

• 9절에서 구주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의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어
지상으로 오셔서 성역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시고 속죄를 이루신
덕분에 우리가 영생의 부유함을 얻을 수있다.)

학생들에게 그로부터 약 일 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물건들을 모으기로 결의했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8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행하기를”과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는 말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주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부를 주셨듯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어 주겠다는 예전의 결심을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권고했음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구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가진 것을 좀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게 될 것이다.)

•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떠올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어 줄 수 있게되는가?

•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사들을 주셨으며, 그 은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영감을받는가?

몇몇 학생에게고린도후서 8장 12~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현세적인 면에서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또 다른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 12~13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것이 없을 때일지라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신다.)

반원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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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궁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41쪽)

• 우리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는 경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14~15절에 따르면,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어 줄 때 누가
유익을 얻는가? (어느 때라도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사람.)

• 우리 모두가 기꺼이 내어 줄 때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있는가?

학생들이 이런 진리와 원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적용할 수 있도록,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잘 들어보라고한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므로, 그분께서 거듭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여러분이
양심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고, 바란다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정심
어린 행동을 하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41쪽)

시간 여유가 있고 또 할 수가 있다면, 말씀을 읽어 주는 대신 홀런드 장로의 연차
대회 말씀 영상인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0:00~7:04)의 일부분을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해본다.

•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도록 무엇을 해야
한다고말했는가?

•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몇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금식 헌금, 지역 봉사 활동, 인도주의적활동.)

학생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행하려고 계획하는 한 가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고린도후서 8장 16~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선기금을 모으도록 파견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한다고 전하고, 그들이 풍성하게 내어 주면 타인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고린도후서 9장
바울이 진심으로 내어 주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들을 가르치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굳히도록 디도와 그 외
사람들을 보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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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거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여러분의 시간이나 돈, 또는 그 밖의 자원을 기쁘게 내어 주는
일이 왜 때로는어려운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9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회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것을 가르치려고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심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씨앗을 심는것.)

• 바울은 무엇을 심는 것에 비유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것.)

과일 또는 채소 씨앗 몇 개를 들어서 보여 주거나, 씨앗 사진을전시한다.

• 이 비유에서 심는 자는 누구인가?
(성도들, 즉우리.)

• 7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심기를, 즉 어떻게 내어 주기를
바라시는가?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또한모로나이서
7:8참조)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면, …

•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 것은 어떻게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같은가?

• 우리가 적게 심는다면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 우리가 많이 심는다면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칠판에 적은 원리를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실것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 주는 행위는 어떻게 원래보다 더 많이 받는 결과를 낳을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9장 8~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줄 경우 어떤 축복들이 주어진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문구들을 사용했는가? (답에는 다음 문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8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8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9절],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10절])

이런 문구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현세적 축복을 포함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설명한다.

• 10절에 따르면, “심는 자에게 씨[를] …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 (주님. 씨앗을 다시
보여 주고, 오로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설명한다.)

•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면 어떻게 기쁘게 내어 줄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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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고린도후서 9장 11~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기쁘게 주고 받는 성도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1~15절에 따르면, 서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고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갖는가?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11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12절), “그들[이]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13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15절), 등 감사를 나타내는 문구에
표시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한다.

각자 자기 경전에 11~15절옆에 다음 진리를 적어 두라고 제안해도 좋다.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있다.

•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이고린도후서 8~9장에서 찾은 원리와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이번 주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사람을 도울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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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과

고린도후서 10~13장
소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지를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약점들이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바울은 서한을 마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충실함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교수 제언
고린도후서 10~11장
바울이 영적 전쟁과 사탄의 속임수와 자신의 고난에 대해 기록하다
칠판에전쟁이라는 단어를쓴다.

• 어떤 점에서 우리는 사탄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 참전하고있는가?

•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직면하는 가장 힘든 전투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0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사탄에 맞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5절)

• 사탄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가에 대해, 5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우리가 생각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좀 더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구를 암기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외울 수있다.)

여러분이 생각을 다스려서 구주께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했는지를
보여 주는 경험을 나누어도 좋다.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생각을 더 잘 다스려서 구주께 순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요약문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고린도후서 10장 7~18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랑했으며, 사람들이 그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사탄이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끌어 내려고 애쓰는 것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바울은 구주의 참된 사도로서
자신이 견뎌 낸 고난을 이야기했다.

678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다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교실에 가져오거나, 교재에 실린 것과 유사한 그림을 칠판에
그린다. 학생들에게 가시에 찔렸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어떤 점에서 가시는 삶을 힘들게 만들
수있는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시련이나 약함을
상징하고자 가시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잘 들으면서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시련이나 약함을 겪어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사람, 장애자를 보살피는 사람, 또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 어떤 이들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갖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쪽)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12장을 공부하면서, 시련과 약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시현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들에서
바울이 삼인칭으로 언급되어 있다고설명한다.)

•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2절) 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해의 왕국의 시현을보았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2절)라는 문구는 바울이, 자신이
해의 왕국으로 이끌려 갔는지 아니면 그것을 시현으로 보았는지 알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2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 시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이 시현에 어떤 반응을보였는가?

• 바울은 만일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는가?
(바울은 자신도 필멸 존재로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할까 봐염려했다.)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2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바울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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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라고 한다. “자만하[다]”[7절]라는 말은 교만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할
수도있다.

• 주님께서는 바울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어떻게도우셨는가?

•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가 제거되도록 몇 번을기도했는가?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음을지적한다.

• 때로는 우리가 약함과 시련을 겪는 것을 주님께서 묵인하시는 이유에 관해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도록 약함과 시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고린도후서 12장 9~1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견디는
데 어떤 진리들이 도움이 됨을 깨달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찾은
진리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진리들을 깨달았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몇몇 진리를 찾아낼 것이다.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화하기에 족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항상 없애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견딜 때 우리를 강화해 주실 것이다.)

학생들에게은혜[grace]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진 “신성한 도움 또는
힘”(경전 안내서, “은혜”)이라는 점을상기시킨다.

• 구주의 은혜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화하기에 “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구주로부터 받는 힘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있다.)

한 학생에게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우리의 짐을 없애 주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강화시켜 사도 바울과 같이
견디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은
필멸의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적용될 것입니다.”(“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8쪽)

• 9~10절에서 찾은 진리들은 우리가 약함과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구주에 의해 강화된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그
경험은 여러분 또는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이되었는가?

학생들에게 간증하도록 권유하기
여러분은 학생들이 경험과 믿음을 나누도록 이끄는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 진리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독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복음 진리를 나눌 때, 그들은 종종 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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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받아 자신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더 깊은 간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말은
영의 권능을 통해 반원들의 마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살피고 자신의 충실함을 증명하라고 촉구하다
학생들에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과 사도로서의 그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을상기시킨다.

•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직분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보여 주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린도의 일부 교회 회원들이 어떤 증거를 구하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고린도의 일부 교회 회원들은 어떤 증거를 구하고있었는가?

한 학생에게고린도후서 13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인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묻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버림 받은
자[reprobate]란 타락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5절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가? (학생들에게 이
성구에서시험하다, 확증하다,알다라는 동사에 표시하라고 할 수도있다.)

•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5절]는 주님의 교회에 충실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교회 회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충실함을
살펴야 한다.)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으며, 자신은 의롭지만 교회
회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배도의 길을 걷는 자이며
그가 회개하지 않을진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것처럼 그는 분명히
배도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18쪽)

• 우리가 자신의 충실함을 살피지 않고 지도자들을 비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학생들이 자신의 충실함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다음 질문지를 복사해서 나누어 준다.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학생들이

질문들을 조용히 읽고 답할 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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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을 “완전히”로 하여)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 본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얼마나 잘 따르는가?

2.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이 좀 더 충실히 따를 수 있는 표준 한
가지는 무엇인가?

3. (10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으로 하여)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 본다.
여러분은 직접적으로든 기도로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가?

4.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노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영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떤 축복들이 올 수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을 피하고 온전해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설명한다.

오늘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 중 하나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성구 익히기 복습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들에 대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그 성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반을 두 팀(또는 그 이상)으로 나눈다. 각 팀에게 특정한 성구 익히기
구절과 연결될 수 있는 힌트를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배우거나 복습하기 바라는 성구
몇 개를 교사가 정해 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힌트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는 말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 팀에게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힌트를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다른 팀이 그 성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보라고한다.

주:이번 수업에서 이 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면 다른 날에 해도 좋다. (이다음에 이어지는
과는 수업 분량이 상당히 짧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그때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의
복습 활동을 찾아보려면 본 교재 맨 뒤에 있는 부록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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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소개
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가?
갈라디아서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모세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영적 속박을 가져오는
모세 율법의 힘든 “멍에”와 영적 자유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 서한을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을것이다.

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갈라디아서 1:1참조)

갈라디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주후 55~57년경 제3차 선교 여행 동안 마게도냐를 두루 다니면서 이 서한을 썼던
것으로여겨진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이 어떤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였는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그 교회들은 앙키라가
중심지였던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나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의 경계 지역에 있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은 확실히 제2차(사도행전 16:6) 및
제3차 선교 여행(사도행전 18:23) 때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 Epistle to the Galatians”)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에게서 벗어나 “복음을 변하게”(갈라디아서 1:6~7참조)
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른 일로 크게 걱정하며 서한을 썼다.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이방인 기독교도들에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의 의식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갈라디아서 6:12참조; 또한
사도행전 15:1참조) 몇몇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신봉했다.(갈라디아서 4:10참조)

바울이 이 서한을 썼던 주요 목적에는 다음이포함된다.

1. 자신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맞서 스스로를변호함.

2.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모세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속죄로 구원받음을가르침.

3.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세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설명함.

4.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옛 성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성약을구별함.

5. 성도들에게 영에 따라 살라고간청함.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간절하게 열변을 토한 편지라는 특징이 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교회 회원들과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날카롭게
꾸짖었다. 갈라디아서는 문서상으로 바울이 의롭게 됨에 관한 교리, 즉 우리는 모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관한 교리를
가르친 가장 초기의 기록이다. 이 서한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갈라디아서
5:16~25)가 대조를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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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갈라디아서 1~2장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에게서 벗어나 거짓 가르침을 신봉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서한을 쓴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교회를 반대했다가 개종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사도로서 자신의 부름을 옹호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사도들의 승인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고 해명한다.
그는 이방인 성도들에 관해 베드로와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고가르친다.

갈라디아서 3~4장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옹호한다. 그가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본보기였다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 인류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모세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성도들은 신앙과 침례를 통해 속죄의 축복을 받고,
복음 성약을 맺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된다.

갈라디아서 5~6장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성약에 굳건히 남으라고
간청한다. 바울이 “육체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과
대조한다. 그가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심은 대로거둔다.

갈라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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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1~4장
소개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따른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쳤다.

교수 제언
갈라디아서 1~2장
바울이 거짓 교사를 따른 성도들을 꾸짖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형제나 자매 또는 친구가 한때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참되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그런 확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그 사람은 더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도 않는다. 학생들에게 그 사람이 이
교회의 가르침이 참됨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 주고 싶은 말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학생들에게갈라디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참된 가르침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바울은 제2차 및 제3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를 들렀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16:6; 18:23참조)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 좋다.) 한 학생에게갈라이다서 1장 6~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갈라디아 성도 중 다수가 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유는무엇인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던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Circumcision”참조) 모세 율법의
의식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유대인 기독교도들이었다.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
경전의 내용이란 경전 본문을 구성하는 줄거리, 인물, 사건, 설교, 영감에 따른 해설 등을
말한다. 경전의 내용은 성구에 담긴 교리 및 원리에 생명력과 타당성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여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되, 그러한 배경과
세부 사항들이 수업의 핵심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1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사도로서 전파한 복음과 엇갈리는 내용을
가르친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본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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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1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12절에 따르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은 누구에게서나왔는가?

• 10~12절에 있는, 참된 교리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참된 교리를 계시하신다.)

• 이 진리를 기억하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게 참된 교리를 계시하시므로, 또한 그분은 선지자의
가르침이 참된지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설명한다.

•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참됨을 스스로 알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시나리오를 상기시킨다. 계시에 대해 방금 찾은
진리를 활용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지를 몇몇
학생들에게 반원들 앞에서 설명해 보라고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주님께 계시를 구할 때 참된 교리를 인식하게
된다고간증한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2장 2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자신의
개종과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한 구원이 모세 율법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용서받는다고, 즉 의롭게
된다고설명했다.

갈라디아서 3~4장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얻으라고 권하다
다음 시나리오들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학생들에게 다음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일과 관련하여, 시나리오 속 인물들은 왜
어릴 때부터 복음에 충실히 살았던 교회 회원들보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여길
수도있을까?

1. 한 청남은 가족들이 저활동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 복음을 배우지 못했다. 이제
그의 가족은 다시 돌아와 교회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시작한다.

2. 한 여성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비난했다. 그녀는 최근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침례를받았다.

학생들에게갈라디아서 3~4장을 공부하면서, 각자의 상황이나 전에 했던 선택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이해하게 해 주는 한 가지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갈라디아 성도 다수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갈라디아서 3장 7~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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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7절)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가르쳤는가?

• 8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 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의 수혜자가 됨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아브라함서 2:11참조)

갈라디아서 3장 10~2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모세 율법이 마련되었다고
가르쳤다는 점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3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복음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은 … 될것이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3장 28~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칠판에 적은 원리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할 만한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라고한다.

• 28절에 따르면, 각각의 사람은 복음 성약을 맺을 때 어떻게되는가?

• 2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되는가?

유업을 이을 자란 다른 사람의 재산, 즉 소유물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칠판에 적은
원리를 다음 진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복음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 우리 각자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중요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복음 성약을 맺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고권유한다.

갈라디아서 4장 8~31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모세 율법을 고수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했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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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5~6장
소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되찾고, 구원은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라고 권고했다.
바울은 서한을 마치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우라고 권유했다.

교수 제언
갈라디아서 5장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되찾으라고 격려하다

칠판에 줄다리기 그림을그린다.

• 줄다리기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이기는가?

•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줄다리기와비슷한가?

학생들이 우리 삶과 줄다리기의 비슷한 점으로 유혹에 맞서 씨름하는 것을 들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짚어 준다. 학생들에게갈라디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유혹에 맞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일부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모세 율법에 대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종의 멍에”(갈라디아서
5:1)로묘사했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로 바울이
누구를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분은누구인가?

갈라디아서 5장 2~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자유에서 떠나 모세 율법이라는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들을 훈계했다. 그런 후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리낌 없이 죄악을
일삼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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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묘사한 대립하는 두 가지 힘을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묘사한 대립하는 두 가지 힘은무엇인가?

칠판에서 줄다리기 그림의 중앙에 세로선을 그어 도표를 만든다. 줄다리기의 한쪽 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적고, 다른 쪽 위에는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적는다.

•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신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신을 따르는것)

• “육체의 욕심”(16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죄에 대한유혹)

•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대립하는 힘으로간주되는가?

• 16절에서,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게 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에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는 어느 힘이 이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반원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들 중 절반에게는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의 결과를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읽으면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일의 결과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성구를 다 읽으면,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 그들이 찾은 답
중 하나를 칠판의 해당 칸에 적으라고 한다. 도표에 바울이 열거한 사항이 다 나올 때까지,
학생들에게 찾은 답을 계속 적으라고 한다. 사전을 준비해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학생 한 명에게 찾아보게 할 수도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21절에 따르면, 바울은 “육체의 일”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가르쳤는가?

• 22~23절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학생들에게 경전에서 이 진리를 찾아 표시하라고 할 수도있다.)

도표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거된 쪽으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이런 축복은 왜 얻을 만한 가치가있는가?

도표 아래쪽에 육체의 욕심이 열거된 쪽을 향하도록 커다란 화살표를 그린다. 학생들에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면 성령의 열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잃기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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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화살표를 지우고, 성령의 열매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또 하나 그린다.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서 그런
행위들이없어진다.)

학생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를 느꼈거나 경험했던 때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당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무엇을 했는지도 포함해서
쓰라고 한다. 학생들이 기록을 마치면,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쓴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즉 삶에서 그런 것들을없앤다.)

학생들에게 좀 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격려한다.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라고 권유하다
학생들에게 아는 사람 중에 이 교회의 회원이면서도 현재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갈라디아서 6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떠올린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도울 때 지침이 될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에 따르면, 교회 회원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 즉 그 사람이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돕는다.)

• 누군가를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울 때 “온유한 심령”(1절)으로 하는 것이
왜중요할까?

•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2절)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3~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우리가 오만하거나 독선적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5절), 즉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점을설명한다.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 몇 개를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무슨
씨앗인지 알아맞혀 보라고한다.

• 이 씨앗들을 심으면 무엇을 얻을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6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뿌린
대로 거둔다 즉, 심은 대로 수확한다. 이것을 수확의 법칙이라고한다.)

• 수확의 법칙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어떻게 관련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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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갈라디아서 6장 9~10절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읽으면서 바울이 왜 수확의
법칙을 가르쳤는지 알아보게한다.

•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에 계속 머물도록, 또는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서로 도우라고 권유한 후에 수확의 법칙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부지런히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약속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우리 삶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9절)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축복이 즉각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선을
행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교사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있다.)

갈라디아서 6장 11~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비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거듭이야기했다.

학생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9절)라고 권하며, 주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라고 한다. 또한, 성신으로부터
받는 느낌을 부지런히 따르라고말한다.

성구 익히기—갈라디아서 5:22~23
학생들이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 번에 한 학생씩 단어
하나씩을 암송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학생이 “오직”을 말하면, 두 번째
학생이 “성령의”를, 세 번째 학생은 “열매는”을 말하는 식으로 두 성구를 모두 읽는다.
반원들이 암송한 시간을 재고, 목표로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 번 도전하게
한다. 이 활동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단어를 말하도록 순서를 바꾸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본다. 또한, 며칠에 걸쳐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연습하자고
제안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몇 차례 성구를 반복해서 말하고 나면,
가까이에 앉은 반원에게 성구를 암송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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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소개
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가?
“에베소서는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을
위해 기록된 서한이다. 이 서한은 바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고, 우리의
시대에는 영감의 음성이 되며, 모두가 진가를 인정한 호소이자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말씀이다.

…이 서한에는 바울이 남긴 가장 훌륭한 글 중 몇 가지가 담겨 있다. 이 서한은 핵심이
되는 원리들과 구원의 모든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문서이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2:489)

학생들은 에베소서를 공부함으로써, 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화합과 우정을 이루는 데 더욱 온전히
참여하는 법을 배울 수있다.

누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는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에베소서 1:1참조)

에베소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한을 쓰면서 자신을 죄수라고 지칭했다.(에베소서 3:1;
4:1; 6:20참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에 쓰였는데,
그 시기는 주후 60~62년경으로 추정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
참조) 이 시기에 바울은 가택 연금 중이었으나,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가르칠
자유는 허락되었다.(사도행전 28:16~31참조)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흠정역 성경의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가장 초기 필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다. 이는 이 서한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몇몇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에베소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본부
역할을 했으며(사도행전 19:9~10; 20:31), 그는 그곳 사람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다.(사도행전 20:17, 34~38참조)

이 서한에서 바울은 교회의 이방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는데(에베소서 2:11
참조), 그들은 아마도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이었던 것 같다.(에베소서 1:15참조) 그는
회원이 된 사람들의 영성과 간증을 향상하고자 이 서한을 썼다. 그가 이 서한을 쓴 주요
목적은 이 개종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영적 지식을 키우도록 돕고(에베소서
1:15~18; 3:14~19참조), 특히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화합을
촉진하며(에베소서 2:11~22; 4:1~16; 5:19~6:9참조), 악의 세력을 대적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는 데 있었다.(에베소서 4:17~5:18; 6:10~18참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는
영생에 인봉될 정도로 의롭게 생활하고 있었다.(에베소서 1:13; 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493–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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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에베소서에는 후기 성도들에게 친숙한 가르침과 개념들이 많이 실려 있다. 예임,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약속의 성령, 선지자와 사도들의 중요성, 하나의 참되고 단일화된 교회가
있다는 개념, 교회 조직 내에서의 여러 직분과 부름과 직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서한에는 또한 가족에 관한 가장 고귀한 가르침 중 몇 가지가 실려있다.

개요

에베소서1:1~4:16바울이 다음을 기록한다.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임되었음,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됨, 은혜로 구원받음,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화합함, 주님도 한 분이요 신앙도 하나이며 침례도 하나임,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잇돌이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조직. 바울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실
것이라고가르친다.

에베소서4:17~6:24바울이 성도들에게 참된 교리를 매일 생활에서 적용하라고 권유한다.
그는 옛 사람(예전의 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격려한다.
바울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교회 회원들에게 조언한다. 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에베소서 6:11)라고권유한다.

에베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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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장
소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예임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에 대해 기록했으며,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에베소서 1:1~8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임되었다고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그 임무를 해 내면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그 임무가 점점 힘겨워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내리라 믿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이되었는가?

• 여러분은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어떻게 축복 또는 보상을받았는가?

에베소서 1~6장에 기록된 서한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설명한다. 그는 기존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고 최근 개종자들이
영적인 지식 면에서 성장하고 성약에 충실히 남게 하려고 이 서한을썼다.

몇몇 학생에게에베소서 1장 3~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성약에 충실히 남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이 성약에 충실히 남을 수 있도록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답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언급한 그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충실히
남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해도좋다.)

•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문구는 무슨
뜻이라고생각하는가?

이 문구와예정[predestinated]이라는 단어,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문구는 전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선택되었거나 예임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예임되었다.이런 축복은 우리가 현세에서
충실하게 생활할 때 받게된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전세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영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임명하셨다. 이것을 예임이라고 부른다.

694



예임은 개인이 특정한 부름이나 책임을 받게 된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기회는,
예임이 전세에서의 의로움의 결과로 왔듯이, 이 세상에서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한
결과로 온다. …

예임의 교리는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충실한 여성들에게는 특정한 책임이 주어졌으며 충실한 남성들에게는
특정한 신권 의무가 예임되었다. 여러분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신이 합당함을 증명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받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42~143쪽)

• 자신이 복음과 복음의 여러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예임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히 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에베소서 1:9~12
바울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언급하다
서로 다른 몇 개의 강이 커다란 호수로
흘러가는 그림을 간단히 그린다.
학생들에게 각 강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복음의 경륜의 시대란무엇인가?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학생들은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주요 경전 구절을 익히면서 기본 교리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은 기본 교리에 초점을 맞추느라 순차적인 경전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전 구절의 맥락 내에서 드러나는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수업에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하여 복음의 경륜의 시대
교리를 강조할 수 있다.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한 학생에게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에 나오는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해도좋다.

“복음의 경륜의 시대란 주님께서 권세를 지닌, 적어도 한 명의 종을 지상에 두신 시기를
말한다. 그 종은 거룩한 신권과 열쇠를 갖고, 세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 복음은 새롭게 계시되며, 그리하여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태초 이래로 여러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다. 성경에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있었던 절정의 시대에 각기 적어도 한 번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음이 시사되어 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Dispensations”)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1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경륜의 시대를 언급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9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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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어떤 경륜의 시대를언급했는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를 말한다고 짚어준다.

• 어떤 면에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여러 강이 흘러 들어가는 호수에 비유될
수있는가?

•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는가?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10절] 한다고 기록한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열쇠와 권능과
약속과 더불어 전에는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는 다른 지식들까지 회복되어 하나로
결합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28:18참조] 다음 교리를 칠판에 쓴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는 과거 여러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며, 세찬 물줄기가 거침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과거의 모든 경륜의 시대가 이 경륜의 시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는 오로지 하나의 위대한 목적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리와 빛과 의로움이 지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04, 73)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거나 출현한 과거 경륜의
시대의 진리, 경전, 성약, 권능을 여러 줄기의 강 그림에 각각 적어 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인봉 권능, 구원 의식, 몰몬경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강을 몇 개 더
그려 넣을 수있다.)

•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되는가?

• 로버츠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이 경륜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진리와
빛과 의로움이 지상을 가득 채워야한다.)

•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는 복음의 진리와 빛을 지상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는 어떤
자원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경륜의 시대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며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은 좋은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이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물방울이 홍수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께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 곧 참되고,
교화적이며, 칭찬할 만한 메시지가 그야말로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시기
바랍니다.”(“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리니”[브리검 영 대학교 교내

교육 주간 영적 모임, 2014년 8월 19], LDS.org)

학생들에게 의와 진리로 가득 찬 메시지로 지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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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장 11~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11절)을 얻었다고 가르쳤다는 점을설명한다.

에베소서 1:13~23
바울이 약속의 성령에 대해 가르치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1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덕분에 받았던
축복을 찾아보라고한다.

• 13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신이 “구원 의식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성약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아버지께
증언하[는]”(경전 안내서, “약속의 성령”, scriptures.lds.org)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영은 “기업의 보증이”(14절) 된다. 이 말은 즉, 우리 삶에 성신이 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징이자 암시, 표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충실하다면 영생을 얻게 됨을의미한다.

에베소서 1장 15~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충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드렸다고 말했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1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도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기도했는가?

•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학생들이 계시의 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아 성신을 계속 동반할 때 받을 수 있는 매우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은 계시자’이며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라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신권 권세를 통해 구원 의식, 즉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침수로써 받고,
안수례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성신을 받으라’라는 신권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7쪽)

• 계시의 영이란 무엇인가?

• 성신을 통해 오는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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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잘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해도 좋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고려해 본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 가기 위해, 성신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학생들을격려한다.

에베소서 1장 19~2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성도들이 약속받은 기업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쳤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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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고린도후서 8장~에베소서 1장(24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고린도후서 8장~에베소서 1장(24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고린도후서 8~9장)
이 과에서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배웠다. 구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가진 것을 좀 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진리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것이 없을 때일지라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라신다. 그 밖에도 학생들은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과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분에 대해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도 배웠다.

둘째 날(고린도후서 10~13장)
학생들은 영적 전쟁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다음 진리를 배웠다. 우리가 생각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좀 더 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육체의 가시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다음 진리를
찾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우도록 약함과 시련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화하기에 족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항상 없애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충실하게 견딜 때 우리를
강화해 주실 것이다.

셋째 날(갈라디아서)
학생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참된 교리를
계시하신다는 진리를 배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복음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배웠다.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날(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예임되었음을 배웠다.
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는 과거 여러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되찾고, 구원은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라고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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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갈라디아서 5장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되찾으라고 격려하다

칠판에 줄다리기 그림을그린다.

• 줄다리기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이기는가?

•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줄다리기와비슷한가?

학생들이 우리 삶과 줄다리기의 비슷한 점으로 유혹에 맞서 씨름하는 것을 들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짚어 준다. 학생들에게갈라디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유혹에 맞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에 대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종의 멍에”(갈라디아서
5:1)로묘사했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존재로 바울이
누구를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분은누구인가?

갈라디아서 5장 2~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자유에서 떠나 모세 율법이라는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들을 훈계했다. 그런 후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리낌 없이 죄악을
일삼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묘사한 대립하는 두 가지 힘을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묘사한 대립하는 두 가지 힘은무엇인가?

칠판에서 줄다리기 그림의 중앙에 세로선을 그어 도표를 만든다. 줄다리기의 한쪽 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적고, 다른 쪽 위에는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적는다.

• “성령을 따라 행[한다]” (갈라디아서 5:16)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신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신을 따르는것)

• “육체의 욕심”(갈라디아서 5:16)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짓게 하는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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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대립하는 힘으로간주되는가?

•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육체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게 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밸라드 장로가 우리에게 숙고해 보라고 한 질문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우리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육신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는 육신의 정욕, 욕망,
야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모두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영을 통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이 두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전쟁은(그들의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영혼을 위한 투쟁”, 성도의 벗,
1984년 9월호, 36쪽)

학생들에게 자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에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는 어느 힘이 이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반원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중 절반에게는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의 결과를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읽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결과들을
얻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성구를 다 읽으면,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 그들이
찾은 답 중 하나를 칠판의 해당 칸에 적으라고 한다. 도표에 바울이 열거한 사항이 다 나올
때까지, 학생들에게 찾은 답을 계속 적으라고 한다. 여러분은 사전을 교실로 가져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학생 한 명에게 찾아보게 할 수도있다.

•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따르면, 바울은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19)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가르쳤는가?

•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 즉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원한다면, 학생들에게 경전에서 이 진리를 찾아 표시하라고한다.)

도표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거된 곳으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이런 축복은 왜 얻을 만한 가치가있는가?

도표 아래쪽에 육체의 욕심이 열거된 쪽을 향하도록 커다란 화살표를 그린다. 학생들에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면 성령의 열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잃기시작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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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화살표를 지우고, 성령의 열매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또 하나 그린다.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서 그런
행위들이없어진다.)

학생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를 느꼈거나 경험했던 때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당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무엇을 했는지도 포함해서
쓰라고 한다. 학생들이 기록을 마치면,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쓴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갈라디아서 5장 24~2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즉 삶에서 그런 것들을없앤다.)

학생들에게 좀 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성령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
학생들을격려한다.

다음 단원(에베소서 2장~빌립보서 4장)
학생들에게 세상의 변화하는 가치관, 법률,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우리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거짓 철학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을 마련해 주셨는지를 깨우쳐 주었다.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바울의 기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무엇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에베소서 6:16) 것이라고말했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24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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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2~3장
소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교수 제언
에베소서 2장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반원 수에 따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에게 교실의 다른
구역으로 가서 바닥에 앉으라고 한다. 테이프나 줄을 사용하여 이 학생들과 나머지 반원
사이에 경계선을 표시하고, 이렇게 분리된 학생들에게는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수업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말해 준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이 상황은 여러분과 분리된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교사가 분리된 학생들보다 나머지 반원들을편애한다.)

• 분리된 학생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왜그런가?

학생들에게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칠판에 칸을 두 개 그려서,이방인과유대인이라고쓴다.

• 바울의 성역 당시 교회의 몇몇 지부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초해 볼 때, 어느 쪽이 분리된 학생들에 해당하겠는가? (이방인) 어느 쪽이 나머지
반원들에 해당하겠는가? (유대인)

• 왜 이런 분리 상황이 나타났을 것 같은가? (몇몇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기에, 이방인 개종자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우월한 백성이라고믿었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2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1~2절에 나오는 “너희”)과 유대인
성도들(3절에 나오는 “우리”)이 구주와 그분의 교회로 개종하기 전에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문구는 악마와 세상 곳곳에 만연한 그의 영향력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1~2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다고
묘사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서 “이방인” 아래에열거한다.)

•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묘사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서 “유대인” 아래에열거한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고 짚어 준다.(1절참조)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2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개종한 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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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서하늘[heavenly places]이란 단어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하늘의
여러 왕국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바울은 성도들이 개종한 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고 묘사했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죽음과 죄 많은 상태에서 살리셨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모사이야서 27:24~26참조])

몇몇 학생에게에베소서 2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양쪽 성도들은 모두 무엇을 통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은혜)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8~9절참조) 반원들이 위에서 찾은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로마서
3:23]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니파이전서 15:34]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요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 이 장벽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크고도 영원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비의 계획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며[앨마서 42:15 참조]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앨마서 34:15]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이사야 1:18 참조]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디모데전서 2:6],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베드로후서 1:11 참조]

문이 열렸습니다! …

이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단지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지니고 이 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인 변화로, 경전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세상적이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합니다.]’[모사이야서 27:25] …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스러운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필멸의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8, 110쪽)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면 은혜의 은사를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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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전파되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오는 사진을 보여 주며 성전의 바깥뜰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에베소서 2:14)을
가리킨다.[화살표 참조] (또는 학생들에게
성경 사진 9, “헤롯 성전”을 펴 보게 한다.)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주님과 성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담 너머에 있는 더
성스러운 성전 구역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즉, 그들은 “외인[이요] 나그네[로]”(에베소서 2:19) 취급받았다. 베드로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기 이전에는, 중간에 막힌 그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 분리를상징했다.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중 한 가지는 경전 구절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맥락이란 특정한 성구, 사건, 또는 이야기를 둘러싼 상황이나 배경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경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학생들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도록 준비될 것이다.

반원들로부터 분리된 학생 중 몇 명에게에베소서 2장 12~15절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원수가 된 것[enmity]은 “반대,
적대, 그리고 미움”(경전 안내서, “적개심”, scriptures.lds.org)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화합을 이루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분리했던 그 상징적 담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거되었으며, 그들은 “한 새
사람”[에베소서 2:15], 즉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한 무리가 되었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

학생들을 분리했던 테이프나 줄을 제거하고, 분리되었던 학생들에게 나머지 반원들에게
합류하라고 한다. 유대인을 나타냈던 학생들에게 분리되었던 학생들을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라고권한다.

몇몇 학생에게에베소서 2장 16~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문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어떤 문구들을찾았는가?

•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19절)이 되거나 다시금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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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기분이 들도록
도왔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기분이 들도록 도우려 애썼던
적은언제인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2장 20~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무엇이 교회의 토대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게한다.

• 이 성구들에서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체계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표현하는 말은 각기 다르겠지만, 다음 진리가 드러나도록 한다.주님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잇돌이
되신다.)

• 모퉁잇돌이란 무엇인가? (구조물 전체를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떠받치도록 건물
토대의 모퉁이에 놓는 커다란 돌을말한다.)

두 개의 벽을 연결하는 모퉁잇돌 그림을
간단히그린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시는가? 21절에
따르면, 이 모퉁잇돌이 있음으로써
교회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가?

•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점에서 교회의
토대에서 나머지 부분을형성하는가?

• 이런 토대를 통해 교회는 어떻게 안전성을 얻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받는가?

에베소서 3장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다
에베소서 3장 1~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전했으며,
이방인들은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6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점을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에베소서 3장 14~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밖에 무엇을 알고 느끼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알고 느끼기를바랐는가?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돕고자애쓴다.

최근 발행된리아호나연차 대회 특집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나오는
면을전시한다.

•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어떻게 돕고자하는가?

•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느꼈던 적은언제인가?

오늘 수업에서 토론했던 진리들을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그 진리들에 따라 행하도록
권고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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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4장
소개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으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지도자들을 부르셨다고
가르쳤다. 또한, 교회 회원들에게 예전에 따르던 방식을

버리고 그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바를
따르라고 권고했다.

교수 제언
에베소서 4:1~16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1. 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라고 한다. 학생들이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반 친구 대부분이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2. 여러분 나라의 입법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릇 되다고 가르친 행위를합법화했다.

• 이런 상황은 왜 교회 회원들에게 힘들 수도있겠는가?

학생들에게에베소서 4장 1~16절을 공부하면서, 가치관과 신념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한 가지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은 교회의 신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서한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준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교회와 교회의 교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교회와 교회의 교리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바울은 어떤 의미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 (5절)임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대에도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한 곳뿐이었다.[교리와 성약 1:30참조])

에베소서 4장 7~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다른 은사들도 주셨음을가르쳤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에베소서 4장 11~14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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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라고 제안해도 좋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주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주셨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권 직분의 명칭은
바울의 시대에 사용하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에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부름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 예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복음
전하는 자는 축복사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9쪽)라고
가르쳤다. 또한, 목사는 목자 즉, 무리를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데, 현대의 용어로
묘사하자면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방부 회장이적합하다.

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주님께서는 … 하기 위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도자들을부르셨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기타 여러 지도자들을 주셨는가?
(칠판의 문장에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를추가한다.)

•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주는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기타 여러 지도자들을
주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이 지도자들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칠판에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기타 여러 지도자들을 부르셨다.)

학생들이 14절에 나오는 비유적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찬 물결에
요동하는 배 그림을 전시한다. 아니면,
칠판에 세찬 물결에 요동하는 배 한 척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거나 학생 한 명에게
그려 달라고한다.

•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는 물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수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두 시나리오를 다시언급한다.

• 세찬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는 어떻게 거짓 가르침과 여론이라는, 변화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14절) 사람에 비유될 수있는가?

• 사도와 선지자,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세찬
물결을 항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전히 돌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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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회 부름들을 칠판에 쓴다.사도, 선지자, 축복사, 감독,교사.학생들에게 그 부름 중
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 부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가 자신이 영적으로 발전하거나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또는 거짓 교리와 속임수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기록한 경험 중 하나를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복음 진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 진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에베소서 4:17~32
바울이 성도들에게 악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다

(되도록이면 닳았거나 해진) 평상시 입는 외투나 재킷 한 벌을 교실에 가져온다. 또한
가능하다면, 멋진 행사에 입고 가기에 적절한 외투나 재킷도 한 벌 가져온다. (원하면,
평상시 입는 셔츠와 근사한 셔츠를 한 벌씩 가져와도 좋다. 셔츠를 가져올 경우에는 아무
학생이나 자신의 옷차림 위에 껴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여야 한다.)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서 평상시 입는 외투를 걸쳐 보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뒤로 돌아서
반원들에게 입은 외투를 보여 주라고 한다. 그런 후, 그 평상시 입는 외투를 벗고 근사한
외투를 입고서 반원들에게 보여 주라고 한다.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외투를 벗고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한다.

• 이 두 벌의 외투 중 어느 쪽이 멋진 행사에 입고 가기에 더적절하겠는가?

학생들에게 바울은 최근에 교회로 개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서한을 썼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에베소서 4장 17~32절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 무언가를 벗고
입는 일을 어떻게 비유로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다른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묘사했는가?

•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말했는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4장 21~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21절에 따르면, 교회 회원들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달라졌는가?

두 가지 외투를 입었던 학생을 언급하며, 반원들에게 그 학생이 근사한 재킷나 외투를
입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했느냐고물어본다.

•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벗어 버[리라]” (22절)라고 말했는가?
구습[conversation]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개 한 사람의 행동 전반을 나타낸다고
학생들에게 상기시켜 주면 좋을것이다.)

•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거듭나고[모사이야서
27:25참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부지런히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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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죄 많은 옛 방식을 벗어 버리고 의로운 새 방식을 입는다.)

학생들에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다음 도표를 그리라고한다.

옛날의 나 새로운 나

반원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에베소서 4장 25~32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벗어 버리[거나]”(22절)
“버[려야]”(31절) 하는 것들은 “옛날의 나” 아래에 적고, “입[어야]”(24절) 하는 것들은
“새로운 나” 아래에 적어서 도표를 완성하라고 한다.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부분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수정되어 있다고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바울이 언급한 것들 중 한 가지 면에서 죄 많은 본성을 벗어 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상상하여 조별로 시나리오를 써 보라고 한다. 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새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도 이야기로 묘사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상할 시간을 준 후, 몇몇 조에게 교실 앞으로 나와서 구상한
시나리오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몇몇 조가 발표하고 나면,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진리를 알지만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교회 회원은, 멋진 행사에 초대되었지만
적절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있는가?

• 죄 많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교회 회원들이 옛 방식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일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많은 경우, 의로움이라는 새 방식을 입는 일은 조금 더 친절하거나 인내하기, 계명 한
가지를 조금 더 온전히 지키기, 삶에서 한 가지 나쁜 습관 없애기처럼,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설명한다.

죄 많은 옛 방식을 벗어 버리고 의로움이라는 새 방식을 입는 일이 중요하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옛 방식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적은 내용을 실천하라고격려한다.

성구 익히기—에베소서 4:11~14
학생들이에베소서 4장 11~14절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설명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1~14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사용해,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도록 지도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를 짝에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조직된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에베소서 4장
11~14절에 나오는 교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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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5~6장
소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악한 영향력에 저항하는 방법과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바울은 서한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에베소서 6:11)라고 권고했다.

교수 제언

수업 속도 정하기
수업의 첫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매우 급하게 진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수업을 준비할 때, 수업의 각 부분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대부분 가르칠 시간에 비해 가르칠
내용이 더 많으므로, 해당 성구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요약할 것인가를
정해 둔다.

에베소서 5:1~20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악한 영향력에 저항하라고 가르치다
가능하다면, 갓 만들어졌거나 새로 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전시하고, 다음과
같이질문하다.

• 우리는 대체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다루는가?

학생들에게에베소서 4장에는 바울이 교회의 신회원들에게 자신의 “썩어져 가는 …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22절) “새 사람을 입으라”(24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있음을상기시킨다.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에베소서 5~6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데 도움이 될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5장 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가? 또한, 그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권고했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진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 진리가 강조되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함께하지 않는다.)

• 5절에 따르면, 세상의 악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빼앗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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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악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나쁜 본보기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겠는가?

에베소서 5장 8~2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8절), 지혜로우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18절) 주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설명한다.

에베소서 5:21~6:9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족 관계에 대해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가족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류가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그 일로
사랑이 깃들었는가, 아니면 다툼을 초래했는가? 친절을 베풀었는가, 아니면 상처를
입혔는가? 상대방을 고양했는가, 아니면 비하하였는가?)

• 왜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는 일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있는가?

학생들에게에베소서 5장 21절~6장 9절을 공부하면서,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5장 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우리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에 두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이라는 속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본보기가되셨는가?

•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할 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더 강해질 수있을까?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5장 22~2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그들의 관계에서 서로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본으로 따르라고 권고했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22절]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아내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에게 신성하게 부여된 역할은 구주께서 교회를 돌보고 이끌듯이
가족을 감리하고 보살피는것이다.)

•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아내 사랑하기를 구주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하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는 아내를 위해 “자신을 [줄 것이다]”[25절], 다시 말해 자신보다 아내를 우선에
두며, 아내를 “보호[할]”[29절]것이다.)

• 구주와 교회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을 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구주와 교회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5장 30~3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그들은 무엇이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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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그들은 무엇이 되는가? (그들은 “한 육체”, 즉
육체적으로나 정서적, 영적으로 하나가된다.)

• 결혼한 부부(와 가족)간의 상호작용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면, 어떻게 그 관계에
사랑과 화합을 키울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6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어떻게 자녀와 부모 관계에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따르는가?

•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과 구주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을 때, 그들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강화되겠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더 좋은 사이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도록 어떻게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적은 내용을 실천하라고격려한다.

에베소서 6장 5~9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신약 시대에 노예는 로마제국 전역에서 흔히 있었으며, 일부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바울이 노예에 대한 권고를 주었다고 해서 그가 노예제도를 지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에베소서 6:10~24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권고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칠판에 쓴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말씀의 힘”,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7쪽) 한 학생에게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탄은 간증을 갖고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에 대항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회장)

• 어떤 식으로 사탄은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항해 싸움을 벌이고있는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6장 10~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에 대항해 싸우는 중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게 한다.간계[wiles]는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용하는 속임수나 술수를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에 대항해 싸우는 중이라고말했는가?

• 12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상대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항해 싸우는 상대들과
어떻게같은가?

•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런 악을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악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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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기

여기에 나오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반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에베소서 6장 14~17절에 언급된 갑주를 하나씩 각 그룹에 배정한다.

(“진리[의] … 허리 띠”[14절]는 배정하지 않는다. 반원들 수가 적다면, 일부 그룹에
갑주를 하나 이상 배정해 줄 수도있다.)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1. 갑주에서 이 부분의 용도는무엇인가?

2. 바울은 갑주에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칭했는가?

3. 갑주로 보호되는 이 신체 부위는 영적으로는 무엇을나타내겠는가?

4. 영적 갑주 중 이 부분을 입으면 악을 대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6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진리[의]
… 허리 띠”를 적용하여 칠판에 적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유인물에 적으라고한다.

허리를 “띠[는]” 갑주는 신체의 중앙부를 둘러 매는 허리띠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답들을 적을 것이다. (1)허리(생식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를 가린다. (2)진리. (3)순결 또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나타낸다. (4)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알면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에베소서 6장 14~18절을 읽고 자기 그룹이 배정받은
갑주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유인물에서 완성하라고 한다. (“신을 신고”[15절]는
신발이나 그 외의 발 보호책을 착용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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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충분히 준 후, 그룹별로 대표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배운 내용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각 그룹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에게 그 그룹에서 찾은 내용을
유인물에 적으라고한다.

• 하나님의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저는 이 영적 전신 갑주가 몸에 딱 들어맞게 단단한 하나의 금속으로
주조되었다기보다는 작은 쇠사슬을 엮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갑주는 입는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단단하게 묶인 수십 개의 작은 강철 조각들로 만들어집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크고 위대한 무엇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이

엮이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고 보호하는 영적 요새라는 직물이 만들어질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Be Strong in the Lord,” July 2004, 8)

•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그 일들은 여러분이 악이나 유혹 또는 속임수를 대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칠판에 다음 질문들을 적고, 학생들에게 답을 적어 보라고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입은 영적 갑주 중 어느 부분이 견고하다고여기는가?

그 갑주 중 어느 부분이 가장취약한가?

삶에서 영적 갑주의 각 부분이 더 견고해지도록 여러분은 무엇을하겠는가?

에베소서 6장 19~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말씀”(19절)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하며 서한을
끝맺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이에베소서 5~6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하는 동안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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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소개
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가?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굳게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신앙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빌립보서
4:7) 얻는다는 것이다. 바울이 이 서한에서 주었던 격려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려고 노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들도 자신감을 얻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누가 빌립보서를 기록했는가?
이 서한의 인사말 부분에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빌립보서 1:1
참조),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것이다. 이 서한 전체에 걸쳐서 단수 대명사나[I]가 쓰였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디모데가 언급되었다는 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디모데는
바울의 서기로서 바울의 지시에 따라 편지를 썼을것이다.

빌립보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된 시기인 주후 60년과 62년 사이의 어느 때에 빌립보서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빌립보서 1:7, 13, 17참조; 또한사도행전 28:16~31; 경전 안내서, “빌립보서”,
scriptures.lds.org참조)

빌립보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장소였으며, 교회의 지부가
세워진 곳이었다.(사도행전 16:11~40;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과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할 때 자신에게 사랑과 재정적 지원을 베풀어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빌립보서 1:3~11; 4:10~19; 또한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빌립보 회원들의 신앙을 칭찬했으며, 빌립보 사람이자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권고 말씀을 전했다.(빌립보서
4:18참조) 바울의 권고에는 겸손하고 화합하라는 격려가 포함되어 있었다.(빌립보서
2:1~18; 4:2~3참조)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종하려면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은 부패한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종종
유대주의자들로 언급된) 그 사람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기독교도가 되기 전에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며 그릇된 주장을 했다.(빌립보서 3:2~3참조)

빌립보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한으로 불리기도 한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학자들은
그의 저술 중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글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확신을 표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른 희생을 설명했으며,
의롭게 생활하는 것에 관한 원리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은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술한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는 표현 몇 가지를 알아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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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구주께서 전세에서의 신성을 내려놓고 낮추어 오시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빌립보서 2:3~8) 일을 시적으로 묘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시고 이제 승영하셨으니, 그분 앞에서 “모든 무릎을 …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빌립보서 2:10~11)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자신감과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밝혔다.(빌립보서
4:13참조)

개요

빌립보서 1장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감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겪었던 반대가 복음의 대업을 진전시켰다고 가르친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굳게 단합하여 신앙을 지키라고격려한다.

빌립보서 2장바울이 또 다시 교회 회원들에게 화합하라고 권고하고,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본보기로서 지상으로 낮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가르친다.

빌립보서 3장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 일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라 구원을 향해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육신을 그분의 몸처럼 영화로운 육신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바울이설명한다.

빌립보서 4장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유한다. 그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유덕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그는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말한다.

빌립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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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과

빌립보서 1~3장
소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구주께서 보이신 겸손과 이타심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설명했다.

교수 제언
빌립보서 1장
바울이 반대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들을 설명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검 영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칠판에 쓴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실려 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351.) 밑줄
친 부분은 빈칸으로둔다.

“사람들이 ‘몰몬이즘’을 걷어찰 때마다 언제나위로걷어찹니다. 결코아래로차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브리검 영회장)

수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질문을한다.

•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구주의 교회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로는 누가있는가?

학생들에게빌립보서 1장을 공부하면서, 반대가 주님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를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의 지부를
세웠다고 설명한다.(사도행전 16장참조) 후에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 앞으로 서한을 썼다.빌립보서 1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1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선교 사업에서 겪은 반대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2절에 따르면, 바울이 겪은 반대는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가?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

• 13~14절에 따르면, 그 반대는 어떻게 복음 전파를 진전시켰는가?
(“시위대[군사령부]”[13절] 안팎의 모든 사람은 바울이 감금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감금되자 교회
회원들은 그 일로 자극을 받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전파했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반대를 겪을 때 얻게 되는 결과와 관련하여, 이
성구들에서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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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겪게 되는 반대는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다.)

칠판에 적어 둔 영 회장의 말씀을 다시 언급한다. 학생들에게 빈칸에 어떤 단어들을
넣겠느냐고 물어본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다. 여기에서 사기가떨어지지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반대가 어떻게 구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 준 예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빌립보서 1장 15~26절을 요약한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구주께서는 존귀하게 되시리라고말했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1장 27~3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무슨 일에든지 복음을 거절하는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복음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줌이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에게는 구원이 임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권고했는가?

• 29~30절에 따르면, 교회 회원들은 구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게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앞서 찾았던 진리를상기시킨다.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반대가 오히려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축복받았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빌립보서 2장
바울이 구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오심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 설교하다

학생들에게빌립보서 2장 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바울의 권고를 어떻게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 짝과 함께빌립보서 2장 3~8절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이 찾은 권고 한 가지를 칠판에 적으라고한다.

•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이타심에 대해 어떻게
모범이되셨는가?

•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겸손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가족, 학교, 와드 또는 지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겸손과 이타심에 대한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있는가?

•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사항보다 타인의 필요 사항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언제 보았는가? 그런 노력은 어떻게 결속력을높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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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2장 9~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결국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11절)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2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기쁨을
주는 경험이 되도록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12절)라는 말은 경건함이 깃든 경외와 큰 기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시편 2:11; 경전 안내서, “두려움”, scriptures.lds.org참조)

일부 사람들은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고 짚어준다.

•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하셨는가?

•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도록, 즉 그분의 계명을 소망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신다.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소망하고 행하도록 도우시며, 구원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였다.)

•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가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구원에 필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신앙개조 제3조와 제4조를 참조하게 할 수도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소망이 정결하게 되어 당신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품도록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설명한다.(모사이야서 5:2
참조)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게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분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숙고해 보라고한다.

빌립보서 2장 14~3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 빛들로
나타[난다]”(15절)라고 상기시키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점을설명한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설명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도 값지게 여길 만한 것(가족, 친구,
교육, 음식, 과학 기술, 돈 등)을 생각해 보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생각한 바를 나타내는
물건을 꺼내서 보여 달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귀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을
만한 것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빌립보서 3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한 가지 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개종자들이
할례를 포함하여 유대인의 특정 관습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부패한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설명한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436참조)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3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지닌 유산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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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한때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및 종교적 특권을 누렸는가? (이스라엘
혈통, 바리새인의 지위, 유대교에 대한 열성, 율법에 대한 엄격한순종)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3장 7~1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한때 자신이 유대인 사회에서 누렸던 특권을 어떻게
여겼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어떻게여겼는가?

• 왜 바울은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가?]” (8절)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9절], 즉 그분과의 충실한 성약 관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되며, 그분을 위해 고통을 받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위해서.)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3장 12~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진보에 대해 무엇을 인식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잡다[apprehend]라는 단어는 얻는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바울은 자신이 뒤에 남긴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14절]은 영생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바울의 모범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한 학생에게 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기사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한 해군 장교를 만났다. 그는 외국에서 고등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가 교회에
가입했다. 반원들에게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본다.

“제가 이 젊은이를 소개받아 만난 때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형제님이 기독교인, 특히 몰몬교인이 되어
귀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실망을 하겠죠. 아마 저를 쫓아내고, 저를 죽은 자식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장래와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여건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지 모르겠군요.’

저는 ‘복음을 위해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에 촉촉히 젖은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잘생긴 갈색 얼굴을 들고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같은 질문을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그 젊은이는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성도의 벗, 1993년 10월호, 4쪽)

• 그 청년은 구주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포기했는가?

• 여러분(또는 아는 사람)은 구주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포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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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향해 전진하여 받는 상은 왜 여러분이 그런 희생을 치를
만큼 값어치 있는것일까?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침묵이 너무
오래가지만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 학생들은 교사가 던진 질문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때
성신이 가르침을 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적으라고한다.

빌립보서 3장 15~2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세상의 즐거움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을 그분의 몸처럼 불멸의 육신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가르쳤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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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4장
소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무엇이든 의로운 것을 구하라고 가르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공표했다. 그는 편지의 말미에서 자신이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교수 제언
빌립보서 4:1~14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무엇이든 의로운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다
수업을 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종이에 따로따로 적고, 각 종이를 서로 다른
학생에게준다.

“곧 있을 시험을 망칠까 봐무서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걱정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모르겠어.”

“선교 사업을 잘 해낼지걱정돼.”

수업을 시작하면서 칠판에걱정이란 단어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해 준다. 종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번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이 받은 문장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자신이 비슷한 걱정을 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그 밖에 또 우리가 근심을 느낄 만한 다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또는 아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빌립보서 4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걱정에 잠길 때 도움이 될 만한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바울은 그들의 충실함을
칭찬했으며(빌립보서 2:12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그분께 충실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보상에 대해 가르쳤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충실함으로
굳건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들의 관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6절의 첫 번째 구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무엇이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6절의 나머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걱정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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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간구[supplication]란 겸손하고 진심 어린 간청을 말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여러분은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쓰되, “우리가”로 시작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게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바울이 약속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여러분은 바울이 약속한 축복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칠판에 써 놓은기도할 때
다음에 학생들의 답을 적는다.)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 걱정이 밀려 올 때 기도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가져다주는가?

•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은 또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절대로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일상
생활 면면을 그분과 나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생동감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고난 중에도 영원한 빛에 중심을 둘
것이며,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헤쳐 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 스코트 장로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은 걱정을 느꼈으나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받았던
경험을 언제 해보았는가?

학생들에게 수업 초반에 자신이 적었던 걱정을 다시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걱정하기보다는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한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걱정에
대해 적었다면, 이 원리를 그 사람과 나누라고권유한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친 또 다른 원리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반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또 다른 그룹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이야기를, 나머지 그룹에는 성전의 모습이나 그곳에서 겪은 경험을 생각해
보라고 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30초 동안 그 생각에 집중하라고한다

•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어떤영향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의 소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어 준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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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훈계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생각하라”라는 말은 신중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줄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집중하라고 가르친 것들을 각각 표시해 둘
수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외에,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른다면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약속했는가?

• 빌립보서 4장 8~9절에서 바울이 충실한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부터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충실한 성도들이 무엇이든 의로운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른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 무엇이든 의로운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반원들에게는 값진 진주에 나오는 신앙개조를 펴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신앙개조
제13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라고한다.

• 이 두 성구에서 어떤 부분이비슷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앙개조 제13조에서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훈계”를 인용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인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로 변경했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정직하고, 참되고, 순결하고, 유덕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을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한 부와 다음 유인물을 준다. 각 그룹에게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 주제 중 두 가지를 지정해 준다. “데이트”, “복장과 외모”, “교육”, “오락과 대중
매체”, “친구”, “언어”, “음악과 춤” (반원들의 수에 따라 그룹의 크기와 주제 수를
조정한다.) 학생들에게 유인물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라고한다.

빌립보서 4:8~9
여러분의 그룹이 받은 주제들을 여기에 적는다.

각 주제별로 다음 질문들을 활용하여 토론한다.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선택을 내릴 때, 빌립보서 4장 8~9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힘써 노력할 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가?

그런 후 다음 질문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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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왜 의로운 것을 구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르는 등의 노력을 들여서 얻을 가치가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명씩 나와 각 질문에 대해 그룹에서 토론한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하라고한다.

• 여러분이 의로운 것들에 생각을 집중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셨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로운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르기 위해 더 잘 노력할 수 있을지 한 가지 방법을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적어
보라고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자신이 힘든 시기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돌보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는 법을배웠는가?

한 학생에게빌립보서 4장 13~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지닌 힘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바울은 자신의 힘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말했는가?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하는 것도포함된다.

• 우리는 13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또한앨마서 26:12참조])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자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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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권능과 힘의 축복을 부어 주시[며] … 이로써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해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들은 속이는 자의 암류(하천 밑바닥에 흐르는
물-옮긴이)와 유사(바람이나 물 때문에 흘러내리는 모래로, 거기에 빠지면
늪처럼 헤어 나오지 못함-옮긴이)에서 빠져 나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이서 10:32] 될 수 있습니다.”(“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8쪽)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힘, 또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가능한 답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더욱 활기 있어지고, 결심, 용기, 인내, 참을성이 커지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활력과 힘이세진다.)

• 여러분이 선한 어떤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본다.)

빌립보서 4:15~23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서한을 끝맺다
빌립보서 4장 15~2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했을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전했다. 성도들이 보내 준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사항도 채워 주실
것이라고약속했다.

오늘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성구 익히기—빌립보서 4:13
학생들이빌립보서 4장 13절을 더 잘 외우도록, 이 성구를 칠판에 쓰고 다 함께 낭송한다.
단어 하나를 지우고 다시 낭송한다. 모든 단어를 지울 때까지 이 활동을반복한다.

제12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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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에베소서 2장~빌립보서
4장(25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사도행전 2장~로마서 4장(25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에베소서 2~3장)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의 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또한
주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잇돌이 되신다는 것과,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돕고자 애쓴다는 점을 가르쳤다.

둘째 날(에베소서 4~6장)
교회의 조직에 관한 바울의 계속되는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배웠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도, 선지자, 그리고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셨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죄 많은 옛 방식을 벗어 버리고 의로운 새 방식을 입는다고 가르쳤다.

셋째 날(빌립보서 1~3장)
학생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겪게 되는 반대는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겸손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소망하고 행하도록 도우시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넷째 날(빌립보서 4장)
학생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을 계속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를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평강을 축복하실 것이며, 충실한 성도들이
무엇이든 의로운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른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바울은 서한을
끝마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소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친 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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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언
에베소서 6:10~24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권고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칠판에 쓴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말씀의 힘”,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7쪽) 한 학생에게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사탄은 간증을 갖고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에 대항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회장)

• 어떤 식으로 사탄은 교회의 청소년들에 대항해 싸움을 벌이고있는가?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6장 10~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에 대항해 싸우는 중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간계[wiles]는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용하는 속임수나 술수를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에 대항해 싸우는 중이라고말했는가?

• 12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상대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항해 싸우는 상대들과
어떻게같은가?

•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런 악을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고 말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악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기

가정  학습반  공과 :  2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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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오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반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에베소서 6장 14~17절에 언급된 갑주를 하나씩 각 그룹에 배정한다.

(“진리[의] … 허리 띠”[14절]는 배정하지 않는다. 반원들 수가 적다면, 몇몇 그룹에
갑주를 하나 이상 배정해 줄 수도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1. 갑주에서 이 부분의 용도는무엇인가?

2. 바울은 갑주에서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칭했는가?

3. 갑주로 보호되는 이 신체 부위는 영적으로는 무엇을나타내겠는가?

4. 영적 갑주 중 이 부분을 입으면 악을 대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보여 주기 위해, 한 학생에게에베소서 6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진리[의]
… 허리 띠”를 적용하여 칠판에 적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유인물에 적으라고한다.

허리에 “띠[는]” 갑주는 신체의 중앙부에 둘러 매는 허리띠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답들을 적을 것이다. (1)허리(생식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2) 바울은 이것을 “진리”로 칭했다. (3)순결 또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나타낸다. (4)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알면 속임수로부터 보호받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에베소서 6장 14~18절을 읽고 자기 그룹이 배정받은
갑주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유인물에서 완성하라고 한다. (“신을 신고”[15절]는
신발이나 그 외의 발 보호책을 착용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그룹별로 대표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배운 내용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각 그룹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에게 그 그룹에서 찾은 내용을
유인물에 적으라고한다.

• 하나님의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한다.

“바울이 약속했듯이 우리가 ‘악한 날에 … 능히 대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저는 이 영적 전신 갑주가 몸에 딱 들어맞게 단단한 하나의 금속으로
주조되었다기보다는 작은 쇠사슬을 엮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갑주는 입는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단단하게 묶인 수십 개의 작은 강철 조각들로 만들어집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크고 위대한 무엇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이 엮이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고 보호하는 영적 요새라는 직물이 만들어질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Be Strong in
the Lord,” July 2004, 8)

가정  학습반  공과 :  2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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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여러분은 무엇을하는가?

• 그 일들은 여러분이 악이나 유혹 또는 속임수를 대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입은 영적 갑주 중 어느 부분이 견고하다고여기는가?

그 갑주 중 어느 부분이 가장취약한가?

삶에서 영적 갑주의 각 부분이 더 견고해지도록 여러분은 무엇을하겠는가?

에베소서 6장 19~2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말씀”(19절)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청하며 서한을
끝맺었다고설명한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다음 단원(골로새서~디모데전서)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짓
전통으로 미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바울에 따르면, 재림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어떻게 알게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25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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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소개
왜 골로새서를 공부하는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심각한 잘못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서한을
썼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골로새에서
행해지는 그릇된 가르침과 행위는 그곳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였다. 오늘날 교회 회원들도 그와 유사한 문화적 압력을 받는다. 이 서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 사업을 강조하면서 거짓을 찾아내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기록이다. 학생들은 골로새서를 공부함으로써, 구주께로 더 깊이 개심하고 속임수와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다.

누가 골로새서를 기록했는가?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서한을 보냈다.(골로새서 1:1, 23; 4:18참조)
바울은 분명히 이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친필로 인사말을 쓰면서(골로새서 4:18참조),
디모데로 추정되는 자신의 서기가 이 서한의 본문을 쓰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시사했다.

골로새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서한을 썼는데, 그 시기는
주후 60~62년경으로 추정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바울은 아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썼던 시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도 썼을것이다.

골로새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은 현대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 골로새의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회원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 주라고
지시했다.(골로새서 4:16참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전도자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은 후에” 이 서한을
썼다.[골로새서 1:7~8참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인들이 심각한 잘못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그들은 어떤 외형적인 의식들을 주의 깊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골로새서 2:16참조]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고, 어떠한 육체적
필요성을 부인하며, 천사들을 경배하였다[골로새서 2:18참조]. 이러한 관습은
골로새인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교회
회원들보다도 우주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며 또 우리가 현명하게 되고 또 그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바로잡았다.”(경전 안내서, “골로새서”, scriptures.lds.org)

골로새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하는 사명, 뛰어남을 강조함으로써
골로새에서 행해지는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다.(골로새서 1:15~23참조)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셨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존재이고, 또한 구속주이심을 가르쳤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며]”(골로새서 2:10),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신다.(골로새서 1:19; 3:1참조)

바울은 관례적인 특별한 의식, 행사, 음식물을 통해 참된 영성을 얻는다고 가르친 이들에
대해 경고했다.(골로새서 2:16~18, 20, 23참조)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우리가 “위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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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골로새서 3:2), 불의한 행동을 없애며(골로새서 3:5~9참조), 그리스도의
특성을 발전시킬 때(골로새서 3:12~17참조),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복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골로새서
1:23)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 믿음에 굳게
서[라]”(골로새서 2:7)라고권고했다.

개요

골로새서 1:1~23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첫 번째로 태어나셨으며 창조주이자 모든 신성하고
완전한 것들의 주님으로, 그분 안에서 만물이 화목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확고히 하라고촉구한다.

골로새서 1:24~2:23바울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영적 수양의 한 형태로서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부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것, 그리고 그 외 거짓 철학과 인간의 전통을
믿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경고한다.

골로새서 3:1~4:18바울이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예전 생활에서 지었던
죄를 버리고, 서로 자비롭게 대하라고 권고한다. 그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들에게 조언한다. 그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칭찬, 인사, 마지막 가르침, 축복을전한다.

골로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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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소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우월성, 위대함, 또는
뛰어남)에 대해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경고했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특성을 발전시키라고 권고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고
지혜롭게 대하라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골로새서 1~2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경고하다

칠판 사용하기
수업 중에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배울 준비가 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특히 시각적 학습 성향이 있는 학생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교사는
칠판에 수업의 주요 요점 또는 원리를 적거나, 교리를 도표로 표시하거나, 지도를 그리거나,
순서도를 그리거나, 경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림을 붙이거나 그리거나, 학습을 향상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칠판에그린다.

• 맹렬한 폭풍이 오면, 두 나무 중 어느
쪽이 더 쉽게 쓰러지겠는가?
왜그렇겠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회오리바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예언된 지진과 [마지막 날의] 전쟁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토대에서 뿌리 뽑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영적인 회오리바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딘가로
옮겨져 있을지 모릅니다.”(“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8쪽)

•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뿌리째 뽑거나 갈라놓을 수 있는 영적인
회오리바람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답을 칠판의
회오리바람 그림 옆에 적어 보라고 해도좋다.)

• 이런 영적인 회오리바람은 왜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재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겨 줄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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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어떤 영적 회오리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회원들(골로새인이라고 칭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 위협하는 여러 영향력과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서한을
썼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해도 좋다.) 학생들에게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하려고
어떻게 애쓰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축복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보라고한다.

골로새서 1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의 충실함을 칭찬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즉 축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가르쳤다.

몇몇 학생에게골로새서 1장 12~19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5절에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invisibl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oratos를 번역한 말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unseen]”이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어도 좋을 것이다.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평소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를
보았다는 의미이다.[또한교리와 성약 67:11참조])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있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 아래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요,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장자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자 이 교회의 머리이며,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이시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들을 알고 믿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진리들을 알고 믿으면 그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강화할 수있는가?

칠판의 문장에서구속주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속주가
필요한 이유를 상기시켰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골로새서 1장 20~2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구속주가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게한다.

• 21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분리되는가?

• 20절에 나오는화목하다[reconcile]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서로 뜻이
일치하거나화합한다.)

• 20절과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리킨다고설명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은 조건이 따른다고 설명한다. 다음 문구를 칠판에 쓴다. …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있다.

한 학생에게골로새서 1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데에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무엇인가?

제126과

735



•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확고히 남는것)

• 23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칠판에 적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칠판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계속해서 신앙에
거하고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학생들의 주의를 칠판에 있는 그림으로 돌리고,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아는 사람 중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거하고 그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누구인가?

• 여러분은 그 사람의 모범으로 어떤 축복을받는가?

학생들에게골로새서 2장 4, 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뿌리째 뽑으려
위협하는 영적인 회오리바람을 찾아보라고한다.

• 골로새 성도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위협하는 영적인 회오리바람은 무엇이었는가?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고 몇몇 철학과 전통을
가르쳤다고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가르침들을 포함하여 거짓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왜 영적으로 뿌리째 뽑히기 쉬운 상태가되는가?

한 학생에게골로새서 2장 5~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철학과 전통에 미혹되지 않도록 돕고자
어떤 권고를 주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골로새서 2장 5~7절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 또는 전통에
미혹되지 않도록 무엇을 가르치는가? (학생들은 그들 식의 표현으로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낼 것이다.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면
세상의 철학과 전통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여기는가?

학생들을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자 칠판에 쓴 질문들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그룹원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그룹원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숙고했던 개인의 영적인 회오리바람을 다시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서며 영적인 회오리바람에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무엇을 하겠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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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골로새서 3~4장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다

골로새서 3~4장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불의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발전시키라고 촉구했다.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자주
기도하고, 특히 비기독교인을 지혜롭게 대하라고 권고했다. 그런 후 그는 누가를 포함하여
몇몇 동료 종들의 인사를전했다.

오늘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간증한다.

제12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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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소개
왜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는 현존하는 사도 바울의 서한 중 가장 초기의 기록이자 신약전서 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서로 여겨진다. 이 서한에 실린 바울의 가르침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에 앞서 겪게
될 고난(데살로니가전서 3:3참조), 재림 시에 있을 그리스도인의 부활(데살로니가전서
4:13~14참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데살로니가전서 5:1~2참조) 등을 다룬다.
학생들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해 배우고, 주님께 충실하게 남을 힘과
용기를 얻게 될것이다.

누가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썼다.(데살로니가전서 1:1; 또한 2:18참조)

데살로니가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이 서한들을 제2차 선교 여행 동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으며]”, 그 시기는 주후 50~51년경이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그리스의 마게도냐 왕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번창하는 도시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 때문이었다. 그 도시는 에게 해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항에 세워졌고, 위치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지나는
곳에있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영은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인 실라, 디모데, 누가에게 에게
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했다.(사도행전 16:6~12참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서 전파되기 시작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사도행전
16:12~40참조) 데살로니가로갔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했으나,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사도행전 17:1~9참조) 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남아 있으며 그들의 의로운 영향력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사도행전 18:5;데살로니가전서 1:7~8; 3:6~8참조)

데살로니가 개종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 유럽인들에 속하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박해를 받게 된다. 그들은 또한 재림에 대해 많은 점을 궁금해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들이 한 질문들을설명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재림이다. 그는 재림 때 의인들, 특히 과거에 죽은
성도들이 재림에 참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데살로니가전서 2:19; 3:13; 4:13~17;
5:1~10참조) 바울이 썼던 다른 많은 서한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날카로운
꾸짖음은 없고 대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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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데살로니가전서 1~3장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친절하게 베푼 성역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충실함에
대해 기쁨을 표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만민에 대한 사랑을
키우라고격려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5장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라고 말한다. 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든 살아 있는 자든 그리스도의 간증에 충실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상기시킨다.

데살로니가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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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과

데살로니가전서 1~2장
소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실했음을 알고서 그들에게 서한을 썼다. 그는
성도들이 보여 준 충실함과 그들이 기꺼이 복음을

가르치려 한 일을 칭찬하고,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수 제언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이 역경을 겪는 중에도 충실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다
학생들에게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려 노력하면서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노력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있는가?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전서 1~2장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나누려 노력할 때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를 찾아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장 초기에 교회로 개종한 유럽인 중 일부였다. 제2차 선교 여행 당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나 그들은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말았다.(사도행전 17:5~15 참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다. 후에 바울은 박해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그들에게 이 서한을 썼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1장 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크게 기뻐한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크게기뻐했는가?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1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5절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능력으로)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복음의 말과 능력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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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복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즉, 말과 능력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말을 적은 책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지속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능력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능력이 베풀어지고,
베풀어져야 한다.

복음의 말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거나 글로
표현한 것이다. …

그러나 실제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용할 때만 온다. 여기서 그 능력이란 신권
권능과 성신의 권능을 말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42–43)

• 맥콩키 장로에 따르면, 복음의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나타내는가?

• 6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배운 후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종이되었다.)

• 여러분은 5~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종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능력으로 복음을 가르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1장 7~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밖에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보인 모범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믿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 이 성구들에서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모범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난다면[앨마서 5:14 참조],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여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낸다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위대한 말씀 중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이런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로 전하라.’[William Fay and Linda Evans Shepherd, Share Jesus
without Fear (1999), 22]”(“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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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있는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때로는 학생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해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답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깊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로 질문을
연달아 계속하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 타인의 모범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복음에 따라 더욱 온전히 생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들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어떻게 성역을
베풀었는지를 설명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인 의로운 모범을 칭찬하고 나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이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보인 모범을 상기시켰다고설명한다.

다음 참조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적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1~13

•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인 의로운 모범을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는무엇인가?

몇몇 학생에게 돌아가면서데살로니가전서 2장 1~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는 대신에 소그룹으로, 짝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이 성구들을 살펴보라고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인 의로운 모범을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제안해도좋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찾은 단어나 문구를 한두 개 적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타인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려 노력할 때 이런 단어나
문구가 어떻게 지침이 될 수 있을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했으나 사탄이 자신을 “막았[다]”(18절)고말했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자신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19절)으로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무엇을 자신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으로묘사했는가?

•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어떻게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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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제127과

743



제128과

데살로니가전서 3~5장
소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싶어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교수 제언
데살로니가전서 3장~4:12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의 신앙이 강화되기를 바라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다음에 나오는 참/거짓 문제를
복사해서 한 장씩 주고, 각 질문 옆에 있는참또는거짓중에서 답을

고르라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5장
참/거짓 1. 재림 전에 죽는 충실한 성도들은 복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참/거짓 2. 재림 때 살아 있는 충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참/거짓 3. 재림은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임하여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다양한 교수법 활용하기
설득력 있는 교수법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지루해질 수 있다.
단순히 다양성을 기한다는 목적만을 위하여 여러 교수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날마다
가르치는 방법에 변화를 준다면 여러분은 좀 더 효과적인 교사가 될 것이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지식 습득 방식이 각기 다르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시점에서는 문제의 답을 알려 주지 않겠지만, 오늘 수업 동안에 그 정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전서 3~5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했으나,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사도행전
17:5~15참조)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어 새로운 개종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했다.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에서 다음을 배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겪는 중에도 충실했다고 알렸다.
디모데는 또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고 알렸던 것
같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서한을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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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3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떠나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떠나 있는 동안 무엇을 위해기도했는가?

• 10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의 신앙이 강화되기를바랐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바랐는가?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각 학생에게 다음 참조 성구 중 하나를 배정한다.(반원 수에 따라서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똑같은 성구를 받을 수도 있다.)데살로니가전서 4:2~5; 4:6~8; 4:9~12. 학생들에게
배정받은 성구를 읽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보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좋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그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생각하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반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답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다
재림(복음 그림책[2009], 6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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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 특정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전에 죽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회원들이 재림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염려했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 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재림 전에 죽는 충실한
성도들에 대해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자는 자라는 말을
사용했다고설명한다.

• 바울은 재림 전에 죽는 충실한
성도들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재림 전에 죽는 충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림 때 부활하는 충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다.[교리와 성약 88:97~98참조])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 있을 충실한
성도들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15절
뒷부분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 있는 자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자면서 남아 있는 자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니라.” 또한 17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은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footnote a)
“그 후에 살아 있는 그들은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이 성구들에 나오는우리가그들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는 재림이 바울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바울은 재림 때에 살아 있을 충실한 성도들에 대해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재림 때 살아 있는 충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런 진리들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을 하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이 교리들에서 어떤 위안을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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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원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치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재림의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비유 두
가지를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재림의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밤에
도둑”[2절]과 해산의 고통이 이른 “임신한 여자”[3절])

도둑은 밤에 주로 “예고 없이 갑자기”(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54) 찾아온다고설명한다.

• 바울이 말한 밤에 오는 도둑의 비유는 재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바울이 말한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는 재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학생들이 앞의 두 질문에 답하고 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임산부는
아이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태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시간은
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54) 이 비유를 바탕으로, 재림에 앞서
겪는 시련이 해산의 고통과 어떻게 유사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기의 출생이 경이롭듯이, 재림도 의인들에게는 경이로울것이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5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충실한 성도들이 왜 재림에 놀라지 않을지
찾아보라고한다.

• 충실한 성도들은 왜 재림에 놀라지 않을것인가?

•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5절에 나오는 “빛의 아들”이란 어구는
충실한 회원들을 칭하는데, 그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로마서 13:12] 성신의 동반을
받음으로써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06:4~5참조])

•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6)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

•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징조를 살핀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한 학생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말한다.

“온 땅이 재앙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듯이 우리는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이러한 표적은 나와
여러분과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깨어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1954~1956], 3권 47쪽)

• 스미스 회장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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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풀었던 참/거짓 문제와 자신이 적은 답을 다시
살펴보라고한다.

• 오늘 배운 진리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적은 답을 바꿔 보겠는가? (정답: [1]거짓,
[2]참, [3]거짓)

데살로니가전서 5장 7~2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재림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구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권고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 줄 수있다.)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2절에 나오는 권고 중 어느 말이 가장
중요하게생각되는가?

• 그 권고에 따라 생활하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권고를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어떻게격려하겠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답을 반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충실한 성도들이 재림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충실한 성도들이 재림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것인가?

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재림을 충실하게
준비하라고 권유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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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소개
왜 데살로니가후서를 공부하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권고했다. 학생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배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어떻게 적합하게 준비해야 할지 이해하게 될것이다.

누가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썼다.(데살로니가후서 1:1; 또한데살로니가후서 2:5; 3:17
참조) 또한, 이 서한의 서두에는 실라와 디모데의 인사도 담겨 있다.(데살로니가후서
1:1참조)

데살로니가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이 서한들을 제2차 선교 여행 동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썼[으며]”, 그 시기는 주후 50~51년경이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

데살로니가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데살로니가후서를 썼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는 비슷하며, 바울은 첫 번째 서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연하고자 데살로니가후서를 썼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왔다고 주장된 사기성 편지를 받았으며, 그 편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었던 것 같다.(데살로니가후서 2:2참조)

“그 두 서한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받았으며(데살로니가후서 1:4참조),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해로운 동요를 불러일으켰다.(2:2
참조)”(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 바울은 이런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교리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데살로니가후서를썼다.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데살로니가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몇 가지 예로,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오실 것이며, 악인들은 “주의 얼굴[을] …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데살로니가후서 1:7~9) 것이라는 견해 등이있다.

이 서한에서 바울은 또한 대배도를 예언하며, 주님의 재림에 앞서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데살로니가후서 2:2~12참조) 현대의 교회 회원들은
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 후기에 복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이유를
되새기게된다.

개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칭찬한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이 재림 때에 주님의 복수를 받을 것이라고가르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바울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실히 남으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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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3장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라고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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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소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서한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두 번째 서한을 썼다. 그는 구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이르기 전에 배도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데살로니가후서
3:13)라고 권고했다.

교수 제언
데살로니가후서 1~2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모든 회원, 특히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내야 하는 경험이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까지 견뎌 내야 하는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할 날이 올 것입니다.”(“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쪽)

학생들에게 신앙을 옹호하거나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견뎌 내야 했던 적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성도들이 직면한 박해를
포함한 몇몇 주제를 다루었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교회
회원으로서 직면할 수도 있는 반대와 시련을 견뎌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후서 1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는무엇인가?

• 5절에 따르면, “인내와 믿음”으로 반대와 시련을 견뎌 낸 성도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것인가?

• 우리가 인내와 신앙으로 반대와 시련을 견딘다면 어떻게 축복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인내와 신앙으로 반대와 시련을 충실히
견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받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끈기 있게 견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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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 즉 노력하고, 희망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어려움을 용기로 감내하며, 우리의 마음속 바람이 지연될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 57쪽)

• 우흐트도르프 회장에 따르면, 끈기 있게 견딘다는 말은 무엇을의미하는가?

• 반대나 시련을 끈기 있게 견디려면 왜 신앙이필요한가?

학생들에게 아는 사람이나 경전으로 접했던 인물 중에, 반대와 시련을 충실하고 끈기 있게
견딘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렸는가? 그 사람은 반대와 시련을 충실하고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반대나 시련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런 어려움을
인내와 신앙으로 어떻게 견뎌 낼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격려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데살로니가후서
1장 6~10절을 함께 읽으면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라고 한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거나 유인물로 나누어 주어도 좋다.) 학생들에게 그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바울은 재림을 설명하고자 어떤 단어와 문구를사용했는가?

• 재림이 일어나면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것인가?

• 재림이 일어나면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것인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그룹에서 찾은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
한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쓴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은 안식하고 악인은
멸망할것이다.

• 의인은 무엇으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생각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현재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이 교리는 어떻게
위안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점을 궁금해했으며, 바울은 그들이 미혹될까 봐
염려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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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 어떻게 믿지않기를바랐는가?
(재림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바랐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재림 전에 무엇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 날”은 재림을 말하며, “배교하는 일”은
배도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성구들에서 바울은 당시의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기보다 그들 사이에서
이미 시작된 배도를 더 염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설명한다.

배도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악한 사람들이 사도와 교회 회원들을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신권 열쇠와 신권 권세가 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교리들을 순수하게 지키고 교회 회원들을 위해 질서와
합당성의 표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는 타락했으며,
교회 조직과 침례 및 성신의 은사의 부여와 같은 신권 의식에도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35쪽)

• 배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왜필요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언급된 “불법의 사람”은 사탄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몰몬경의
출판을 포함하여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속임수가
“나타[났다.]”(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 때까지 사탄이 지상의 거주민들을 속이는 일을 허용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진리에 “굳건하게 서[라]”(15절)라고권유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바울이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자립에 대해 설교하다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한을 쓸 당시, 교회
회원들은 성찬을 취하는 것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연회를 열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일부 회원들은 음식을 먹고자 잔치에 참석하면서도 음식을 제공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으려했다.

•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것같은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9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충실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게으르게”(6절) 행하는, 즉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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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는 일에 대해 경고했다. 바울은 또한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들이 일을 하여 스스로를
부양함으로써 현세적 자립의 모범을 보였다고썼다.

한 학생에게데살로니가후서 3장 10~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2절에 따르면, 바울은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즉 자립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마련하라.)

•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충실한 성도들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주었는가?

•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뜻인가?

• 이들 성구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는 자립하려 힘써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다.)

한 학생에게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자립하려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일을 통해 얻는 축복 중 한 가지는 자립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립할 때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축복과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립심이 곧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립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위대한 일을 마련해 두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41쪽)

• 우리는 자립하기 위해 어떻게 힘써 노력할 수있는가?

• 자립할 때 어떤 축복들이뒤따르는가?

우리가 자립하려고 힘써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실것이다.

학생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좀 더 자립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좀 더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격려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서한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말며, 게으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을 훈계해야했다.

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데살로니가후서 2:1~3
각 학생에게 (각주,경전 안내서등의)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외에도 배도에 대해 가르치는 성구를 하나 더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성구를 말하고 그 성구가 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찾은 성구를 칠판에 열거해도 좋다.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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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대한 상호 참조 성구로 사용할 성구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 그 성구를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옆 여백에 적어 두라고 제안해도 좋다. 이
성구 익히기 구절은 배도와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칠 때 가장 자주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칠판에 열거한 성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짝에게 배도에 대해 가르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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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소개
왜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는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대중
사이에서 성행하는 그릇된 교훈이 복음의 가르침을 미혹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가르치고 그런 직책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학생들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주의 자비와 감독 및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될것이다.

누가 디모데전서는 기록했는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썼다.(디모데전서 1:1참조)

디모데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은 그가 마게도냐에서 지내던 주후 64년과 6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디모데전서 1:3참조) 이 서한을 쓰기 전에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감금(가택 연금) 생활에서 석방되어 여러 지역을 널리 다니면서 자신이 전에 교회의
지부를 설립했던 지역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디모데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자신과 함께 봉사했던 디모데에게 이 서한을
썼다.(사도행전 16:3참조) 그 선교 여행 이후에도 디모데는 계속해서 충실한 선교사이자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으며(사도행전 19:22;빌립보서 2:19참조), 그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 중 한 사람이었다.(고린도전서 4:17참조)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디모데전서 1:2)이라고 불렀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의로운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를 가르치고 경전을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다.(사도행전 16:1;디모데후서 1:5; 3:15참조)

이 서한을 썼던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디모데전서
1:3참조) 바울은 일부 회원들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지도력을
의심했다는 점을 넌지시 내비쳤다.(디모데전서 4:12참조)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찾아가
만날 생각이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했다.(디모데전서 3:14;
4:13참조) 바울은 교회의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가 자신의 직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자 이 서한을썼다.

디모데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로 알려진 바울의 서한들은 목회 서신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바울이 목회자,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목회자[Pastor]는 “목자”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말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감독이나 집사로 봉사할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제시했다.(디모데전서 3장참조) 그가 제시한 지침에는 회원들의 현세적 및 영적 필요
사항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다.(디모데전서 5장참조) 바울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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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그릇된 개념이었던 금욕주의, 즉 엄격한 금욕을 통해 더
큰 영성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일부 교회
회원들이 배도하여 결혼을 금해야 한다는 믿음을 널리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디모데전서 4:1~3참조) 바울은 그런 믿음과 그 밖의 이단적인 영향력에
대처하고자,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디모데전서 1:3~4, 10; 4:1~6,
13, 16참조)

개요

디모데전서 1장바울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주의를 준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큰
자비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도를
반대했음을 빗대어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괴수”(디모데전서 1:15)라고
칭한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자비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확신시킨다.

디모데전서 2~3장바울이 기도와 올바른 예배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하셨으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심을 가르친다. 그는 예배하는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남성과 여성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그는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오셔서, 지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승천하신
일이라고설명한다.

디모데전서 4장바울이 디모데에게 결혼과 식사 관행에 대해 그릇된 가르침을 받고
현혹될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그는 결혼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앞으로 있을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가르친다.

디모데전서 5~6장바울이 디모데에게 늙은이, 젊은이, 과부, 장로, 종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도록 지침을 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설명한다. 그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디모데전서 6:10)라고 경고하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가르친다.

디모데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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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소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신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된 교리가 가르쳐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그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디모데에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는 권고를 전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돌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 서한을 마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디모데전서 6:10)라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디모데전서 1~3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보살피는 그의 책임에 관해 가르치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오래전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경험한 일이 떠오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신권 모임 개회 순서를 하는 동안 청남 한 명을 제사 직분에 성임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와드에는 성전 봉사자로 계시던 고등평의원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청남에게 회중을 향해 앉게 하고 성임을 진행하려
하자 그분이 저를 저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 저는 늘 성임받을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분은 의자를 돌려 청남이 성전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이 일이 승인되지 않은 관행임을 깨달았습니다.”(“개회
말씀”[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0년 11월], lds.org/broadcasts)

그 와드에서 주님의 일을 감리하도록 권한을 받은 사람은 그 고등평의원이 아니라 감독인
몬슨 회장이었다고설명한다.

•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그처럼 승인되지 않은 관행을 허락한다면, 어떤 위험이 일어날
우려가있는가?

바울이 에베소의 젊은 신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고 설명한다. 디모데는
자신이 감리하는 교회의 지부에서, 몬슨 회장이 직면했던 일과 유사한 어려움에부닥쳤다.

몇몇 학생에게디모데전서 1장 3~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책임을 주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음을 설명한다. 여기에서신화(4절)라는 말은 거짓 가르침을
의미한다. “끝없는 족보”(4절)에 몰두한다는 문구는 끝없이 긴 족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들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릇된 전통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헛된 말”(6절)은 무의미한 토론을말한다.

• 3~4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책임을주었는가?

• 6~7절에 따르면, 디모데가 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왜중요했는가?

• 바울이 신권 지도자의 책임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했던 권고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신권 지도자는 참된 교리와 올바른 관행이 가르쳐지게 할 책임이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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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몬슨 회장이 감독으로서 겪었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몬슨 회장이 그
고등평의원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러한 관행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
고등평의원 형제님보다 한참 아래였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회중을 향하게 하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와드에서는 회중을 바라보게 합니다.’”(“개회 말씀”, lds.org/broadcasts)

• 우리는 참된 교리와 올바른 관행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도록 애쓰는 신권 지도자들
덕분에 어떻게 축복을받는가?

디모데전서 1장 8~11절에 대한 요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나 그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경고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전서 1장 12~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를 표한 까닭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까닭은무엇인가?

• 15~16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디모데전서 3장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라고 가르쳤으며, 교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를
주었다. 또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제시했다.

디모데전서 4~5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성역자들이 보이는 특성을 설명하다
클립, 끈, 테이프, 자석을 하나씩 준비해서 교실에 가져온다. 끈의 한쪽 끝을 클립에 묶은
뒤, 끈의 다른 쪽 끝을 책상이나 탁자에 테이프로 붙인다. 자석을 클립 가까이 가져가되,
자석이 클립에 닿지 않게 한다. 자력으로 클립이 자석을 향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자석이 클립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 클립이 사람을 나타낸다면, 자석은 무엇을나타내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자석처럼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디모데전서 4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후일에”(1절) 일부
교회 회원들이 믿음에서 떠나 “혼인을 금하[는]”(3절) 것과 같은 거짓 가르침과 관행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촉구했다.

학생들에게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 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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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이 문구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전서 4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조언 외에 어떤
조언을 더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했던 그 밖의 어떤 조언이 디모데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데
도움이되었겠는가?

• 15절에 따르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고 말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하려고.)

•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면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내용을 살펴보고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디모데전서 4:12)이 되어야 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본이 될 방법들을 설명해 보라고한다.

• 누군가가 바울이 언급한 분야 중 하나에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었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삶에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어도좋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눔
매우 의미 있고 영향력이 강한 학습 경험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복음 원리의 진리를 예증하는
실제 생활 속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할 때 일어난다. 복음 원리를 현대의 상황과 경전 속
상황에 나란히 빗대어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그 원리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후, 이를 실천할
목표를 세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써 보라고한다.

디모데전서 5장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과부를 포함하여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을 가르쳤다고설명한다.

디모데전서 6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영원한 부를 추구하도록 도우라고 권고하다
반원들에게 지폐 한 장을 보여준다.

• 여러분은 돈이 더 많은 악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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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6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 권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전서 6장 6~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 닿는 바울의 가르침, 또는 경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10)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9~10절에 따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돈을 사랑하는 일은 불의와 배도를 초래한다.)

• 돈을 사랑하면 왜 불의와 배도를 초래한다고생각하는가?

돈 자체보다는 돈에 대한 “사랑”이 불의를 초래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돈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돈을 사용하여 그의
이웃을 도왔으나 유다는 돈으로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디모데전서 6:10; 강조체 추가)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그 안에서 하는 경험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다룰 때 우리 영성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영성”,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65쪽)

다음 성구와 질문을 칠판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준다.

디모데전서 6:11~12, 17~19

바울은 디모데와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고를했는가?

이 권고는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재산을 사용하는 데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성구를 읽고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 19절에 따르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무엇을
취할 수 있다고말했는가?

•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영생을 붙잡을 수
있다.)

•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추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우리가 부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미치겠는가?

제1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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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얻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된다고 간증하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영생이라는 참된 부를 얻도록 의를 추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격려한다.

제13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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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골로새서~디모데전서(26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골로새서~디모데전서(26단원)를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골로새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 진리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요,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장자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자 이 교회의 머리이며,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이시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 원리를 배웠다. 계속해서
신앙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면 세상의 철학과 전통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둘째 날(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에서, 그들의 충실함을 칭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이 서한을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종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모범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재림 전에 죽는 충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재림 때 살아 있는 충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징조를 살핀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날(데살로니가후서)
학생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분명하게 설명한 이 서한을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인내와 신앙으로 반대와 시련을 충실히 견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은 안식하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가 자립하려 힘써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음을 배웠다.

넷째 날(디모데전서)
바울이 에베소의 젊은 신권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신권 지도자는 참된 교리와 올바른 관행이 가르쳐지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배웠다. 또한, 돈을 사랑하면 불의와 배도를 초래한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영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소개

바울은 에베소의 신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권고했다.

교수 제언
주: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성구 익히기 구절인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공부했다.
학생들과 함께 이 성구를 복습하면서, 그들에게 이 성구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을 요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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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일부분 외울 수 있도록, 반원 전체로 3절을 몇 차례
암송하게 해도좋다.

디모데전서 4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성역자들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다
클립, 끈, 테이프, 자석을 하나씩 준비해서 교실에 가져온다. 끈의 한쪽 끝을 클립에 묶은
뒤, 끈의 다른 쪽 끝을 책상이나 탁자에 테이프로 붙인다. 자석을 클립 가까이에 가져가되,
자석에 클립이 닿지 않게 한다. 자력으로 클립이 자석을 향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자석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자석이 클립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 클립이 사람을 나타낸다면, 자석은 무엇을나타내겠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자석처럼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디모데전서 4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후일에”(1절) 일부
교회 회원들이 믿음에서 떠나 “혼인을 금하[는]”(3절) 것과 같은 거짓 가르침과 관행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라고촉구했다.

학생들에게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 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에서 이 문구에 표시하라고 제언해도좋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했는가? (칠판에
학생들의 대답을열거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전서 4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그 밖에 또 어떤 조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이 했던 그 밖의 어떤 조언이 디모데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데
도움이되었겠는가?

• 15절에 따르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고 말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하려고.)

•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본이 되면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내용을 살펴보고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디모데전서 4:12)이 되어야 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본이 될 방법들을 설명해 보라고한다.

다음 영상들 중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본다. “욕 안 하기 동아리”(4:57)
또는 “잃어버린 지갑”(2:40) 이 영상들은 LDS.org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6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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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이 영상에 나오는 청남 또는 청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누군가가 바울이 언급한 분야 중 하나에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었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삶에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어도좋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타인이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후, 이를 실천할
목표를 세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써 보라고한다.

다음 단원(디모데후서 1장~히브리서 4장)
학생들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주에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면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배울 것이라고설명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6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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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소개
왜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는가?
디모데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을 때 얻게 되는 힘을
역설한다.(디모데후서 1:7~8참조) 이 서한에는 또한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는 예언이 실려 있다.(디모데후서 3:1~7참조)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돕고자, 그에게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디모데후서 3:14~17참조), 참된 교리에 의지하라고 권고했다.(디모데후서 4:2
참조) 학생들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후기에 큰 위험을 겪는 상황에서도 충실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교리와 원리들을 배우게 될것이다.

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디모데후서 1:1참조)

디모데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은 주후 64년과 6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서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에 이 서한을 기록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바울은 감금된 동안 사슬에 매여 있었고(디모데후서 1:16; 2:9참조), 아마도 암실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디모데후서 4:13, 21참조)
그의 친구들은 그가 수감된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디모데후서 1:17참조) 누가는
바울을 정기적으로 찾아갔던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며(디모데후서 4:11참조),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나 가고 있음을 예상했다.(디모데후서 4:6~8참조)

디모데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곧 있을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디모데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바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비유적으로 “사랑하는 아들”(디모데후서 1:2)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했다.

바울은 이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두고 온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마가와 함께 와 달라는 요청을 했다.(디모데후서 4:9~13참조) 바울의 서한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고는 “말세”(디모데후서 3:1)에 사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바울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어려움과
해결책을가르쳤다.

디모데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이 서한은 디모데전서 및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 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말들이 담겨 있어 그가 놀라운 용기와 믿음으로 죽음을 맞았음을 보여
준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연대순으로 볼
때, 디모데후서는 신약전서에서 바울의 마지막 서한인 듯하다.(디모데후서 4:6참조)

이 서한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디모데후서 1:11)로
봉사하면서 받은 축복과 곤경에 대한 몇 가지 감회가 실려 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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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디모데후서 4:7~8)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확신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30년 넘게 성역을 베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적임자였다.(디모데후서 2:15~17, 22~26; 4:1~2, 5참조)

개요

디모데후서 1장바울이 신권 성임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언급한다.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디모데후서 1:7)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간증한다.(디모데후서 1:11참조)

디모데후서 2장바울이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자,
좋은 병사, 승리를 거둔 운동 선수,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비유를 든다. 그는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대조한다. 또한, 디모데에게 논쟁을
피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을 참을성 있게 가르치라고권고한다.

디모데후서 3~4장바울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악한 상태들을 묘사하고, 디모데에게
신권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경전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적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7)라고 선언한다.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천국”(디모데후서 4:18)으로 이끄시리라고간증한다.

디모데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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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1~2장
소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한을 통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련을 충실하게 견디라고

권고했으며, 성도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라는
지시를 주었다.

교수 제언
디모데후서 1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다
칠판에두려움이라고 쓰고, 학생들에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즉시 정복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져서 정복당하여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을 바꾸는 것을 겁냅니다.”(“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벗, 1985년 2월호, 21쪽)

• 힝클리 회장에 따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 두려움은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미쳤는가?

학생들에게디모데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시기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작성했다고 설명한다.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디모데의 진실한 신앙에 대해 언급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상기시켰는지 찾아보게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상기시켰는가?

안수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성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불일듯
하게 하다”는 다시 불러일으키다, 또는 소생시키다라는 뜻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신의 은사를 다시 불 일 듯하게 하라, 즉 성신이 임하여 그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구하라고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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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영을 동반하기 위해 열의를 다해
노력한다면, …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1장 7~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7절에 따르면,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있는가?

•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는가?

바울은 세상의 두려움을 언급했는데, 이 두려움은 근심, 불확실성, 공포를 일으키며,
경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잠언 9:10)으로 언급된 두려움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 대해 경건함과 경외로움을 느끼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경전 안내서, “두려움”, scriptures.lds.org)

• 8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도록권고했는가?

학생들에게 7~8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칠판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느냐고 물어본다. 학생들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되게
완성한다.영을 동반하기 위해 열의를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된다.

• 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사랑,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있는가?

•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굳건하도록
영으로부터 용기를 받았던 경험을 해 보았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영과 함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디모데후서 1장 9~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리에 끝까지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바울은 또한 교회에서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언급했다.(디모데후서 1:15참조)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충실히 견디라고 가르치다
학생들에게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가? (우리는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한다.[로마서 5:2참조])

• 누군가에게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굳건히 남는 일이 힘들
수도있는가?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과 박해를 겪을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굳건하라는 권고를 주었다고설명한다.

군인, 운동 선수, 농부 그림을 전시한다. (또는, 학생들에게 이 세 사람의 그림을 칠판에
그려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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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자 병사,
운동 선수, 농부의 비유를 사용했다고설명한다.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린다. 학생들에게 이 도표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그리라고 하거나 유인물로 나누어준다.

비유 설명 신앙 안에 굳건히 남는 것에 대해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것

병사

운동

선수

농부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2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병사, 운동 선수, 농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3~4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병사는 무엇을 하는가? (도표에서
“설명” 아래의 첫 번째 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좋은 병사는 고난을 충실하게 견디고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제쳐 둔다.)

• 5절에서 운동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 아래의 두 번째 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운동 선수는
규칙을 준수했을 때에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 6절에 따르면,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무엇을 상으로 받는가?
(“설명” 아래의 세 번째 칸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농부는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맛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각 비유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오른쪽 칸에
적어서 도표를 완성하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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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들을 신뢰한다
교사로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적절한 인도와 격려를 받을 때 경전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와
원리를 찾아내며,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말했음을
설명한다.(디모데후서 2:9참조)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2장 10~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견딘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택함 받은 자들”(10절)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말하며, 12절에 나오는참다라는 말은 견디고 꿋꿋하게 남는 것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가 기꺼이 고난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히 남으려 했던 이유는무엇인가?

•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충실히 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바울에게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충실히 남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우리가 시련을 충실히 견디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디모데후서 2장 13~19절을 요약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논쟁을
피하고 “불의에서 떠[나도록]”(19절) 성도들을 상기시키라는 권고를주었다.

밥공기, 컵, 병 등 여러 가지 용기 사진을 각각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큰
집에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에 따르면, “큰 집에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 대한 비유로 여러 종류의 그릇을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람이 “주인의 쓰심에” 알맞은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알맞게 되도록 무엇을 할 수있는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21절)이란 문구는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19절참조)

• 바울이 언급한 그릇의 비유를 토대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불의로부터 깨끗해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 불의에서 떠나 깨끗해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불의에서 떠나 깨끗해지기 위해 그
밖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 깨끗해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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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이 원리가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어떠한 선교사도 성적 범죄나 불경한 언어 또는 외설물 탐닉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을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목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리하이가 말한 ‘금단의 길’[니파이전서 8:28]을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협착하고 좁은 길’[니파이후서 31:18]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했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바로 속죄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복음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순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 순결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5쪽)

• 복음을 전파할 때 죄에서 깨끗해져야만 하는 이유는무엇인가?

이 원리가 참됨을 간증하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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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3~4장
소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배도와 악은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시대에도 만연할 것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배운 진리에 변함없이

충실하라고 디모데에게 지시했다. 바울은 경전의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성역을
수행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서한을 끝마쳤다.

교수 제언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마지막 날의 고통하는 때를 묘사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학생 두세 명에게 각각 칠판에
위험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씩 그려 달라고 한다.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한다.

• 여러분은 칠판에 그려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사용하겠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상태를 예언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필요하다면,고통하는[perilous]이란
단어는 위험이나 위태로움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어떤 도덕적 또는 영적 위험을목격하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다음 표를 복사해서 조별로 하나씩 준다. 조별로
디모데후서 3장 2~7절을 읽고 표에 나오는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

디모데후서 3:2~7

바울이 묘사한 후기의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이 중 어떤 것을 목격했는가? (두세 개 정도를
찾는다.) 이런 상황은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이런 상태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토론한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공부한 성구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그런 위험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까 걱정해 본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뒷부분에 따르면,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하도록 디모데에게 권했는가?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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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 3장 8~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기에 많은 심각한 위험과 박해를 겪었다고썼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예언했는가?

불안감을 주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런 심각한 위험에서 돌아서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경전 구절을 익힐 수 있도록 이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본 교재의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설명과 추가 활동 목록을 참조한다.

• 바울은 자신이 묘사한 심각한 위험에 어떻게 저항하라고가르쳤는가?

• 14절에 나오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14절에 나오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는 문구를 짚어 준다. 우리는
선지자, 지도자, 교사, 부모, 성신과 같이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설명한다.

• 마지막 날에 도사리는 심각한 영적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하여 14~15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쓴다.
신뢰할 만한 근원과 경전에서 배운 진리에 따라 계속 생활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도사리는 심각한 영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 경전과 우리가 배운 진리에 의지하면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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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배운 진리에 의지한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먼저
적게 한 후, 몇 사람의 발표를 들어 볼 수도있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경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부분에 표시하라고
제안해도좋다.

• 경전 공부와 관련하여, 바울은 우리 시대에도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었는가? (반원들이 다음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경전을 공부하면, 교리를
배우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정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칠판에 적은 문장에서교리, 교정,가르침에 동그라미를 친다. 학생들에게 경전이 다음 중
한 가지를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1)복음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교훈) (2)옳지 않은 생각, 선택 또는 행동을 꾸짖거나 교정해
준다.(책망과 바르게 함) (3)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의로 교육함)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서, 몇몇 학생에게 생각한
경험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과거에 지은 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상기시킨다.)

• 경전의 가치에 대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왜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고받는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의 사본을 나누어
준다. 한 학생에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경전 공부에
관하여 스코트 장로가 어떤 권고와 약속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미혹하는 사탄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 잠이나 공부, 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매일 시간을 들여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경전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과 평안을 받게 된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책임을 맡기다
학생들에게 맡은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라고한다.

•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견디어 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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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반원들 절반에게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같은 성구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고대 그리스도
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읽기를 마치면, 각 그룹의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3~4절에는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배도에 대해 바울이 묘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바울이 묘사한 그런 행동들은 대배도로 이어졌으며, 그리하여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게되었다.

• 많은 사람이 진리를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라는 권고를 주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4장 6~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기록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선교사로서 자신이 쏟은 노력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다고 말한 바울의 비유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완수했는지를 묘사한다고설명한다.)

• 8절에 따르면, 바울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알았는가?

•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계속 충실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관련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충실하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교회의 청소년들이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몇몇 요구 사항을 칠판에 열거해 보라고한다.

• 청소년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충실히 못 지키고 포기하는
이유는무엇이겠는가?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바울처럼 힘들더라도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 원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어떤 일을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9~2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따금 외로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힘을 주셨다고 설명하며 편지를 끝맺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계속 충실히 행하라고격려한다.

성구 익히기—디모데후서 3:15~17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을 세 칸으로 접으라고 한다. 그들에게 접은 종이를 펴서 첫 번째
칸의 맨 위에는교훈을, 두 번째 칸의 맨 위에는책망과 바르게 함을, 세 번째 칸 맨 위에는
의로 교육함을 적게한다.

학생들에게 한 주 동안 이 종이를 경전의 서표로 사용하면서, 그 목적 중 하나에 일치하는
성구를 읽을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 넣으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교훈아래에 참조
성구와 그 성구에서 배우는 교리 또는 원리를 적을 수 있다.책망과 바르게 함아래에는
참조 성구와 그 성구가 그릇된 개념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잘못된 선택 및 행동에 대해
어떻게 꾸짖는지를 적을 수 있다.의로 교육함아래에는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깨우쳐 주는 성구를 기록할 수있다.

제13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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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일주일 후에 그 종이를 교실로 가져와서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은
일주일 후에 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복습하는 짧은 토론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쪽지를 적어 자신의 경전이나 교재 속에 넣어 둘 수도있다.

제13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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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소개
왜 디도서를 공부하는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의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하는 권고가 담겨 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지상의 삶이 있기 전인 “영원 전부터”(디도서 1: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성도들이 승영이라는 “복스러운 소망과”(디도서 2:13) 재림을
고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침례 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아
정결하게 됨을 말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 썼다. 이 두 의식은
모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디도서 3:5, 7) 하는 준비 단계의 의식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영감 어린 권고를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신앙을 키울 수있다.

누가 디도서를 기록했는가?
디도서는 바울이 썼다.(디도서 1:1참조)

디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시기 사이에 디도서를 썼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주후 64~65년경이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
참조)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금된 후에 디도서를 썼다. 바울은 어디에서 디도서를
썼는지는 언급하지않았다.

디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것으로,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디도서 1:4)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디도는 그리스인이었으며(갈라디아서 2:3참조)
바울 덕분에 복음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Titus”참조) 디도는 개종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Titus”참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는 일을 도왔으며(고린도후서 8:6, 16~23참조),
바울과 동행하여 예루살렘 회의에도 갔다.(갈라디아서 2:1참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서한을 디도에게 전달하게 했다.(고린도후서 7:5~15참조)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서 일어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부를 이끌고 돌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이 서한을 썼다.(디도서 1:5, 10~11; 2:15; 3:10참조)

디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이 서한은 디모데전서 및 디모데후서와 더불어 (목회자, 즉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중 하나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참조)
디도서는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인 그레데에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초기의 문서이다.(디도서 1:5참조) 디도는 그 섬에서 새로운 감독들을 부르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바울은 감독이 지녀야 할 몇 가지 영적 자격 요건을 열거했다.(디도서 1:6~9
참조) 또한, 바울은 남자와 여자, 종들에게 성도에 걸맞은 올바른 행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주었다.(디도서 2:2~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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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도서 1장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성임하라고 지시하고 나서 감독의 자격
요건을 몇 가지 열거한다. 그는 디도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디도서 1:16) 거짓 교사들을 꾸짖으라고명한다.

디도서 2장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나이 든 회원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권유한다. 또한, 디도에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한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속을설명한다.

디도서 3장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침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가르친다.

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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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과

디도서

소개
바울은 그레데의 교회 지도자였던 디도에게 이 서한을
보내어,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성도들이 의로운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의 소망을 품으며 선한 일을

계속하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주: 이 수업을 준비할
때, seektruth.lds.org에 나오는 원리들을 복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교수 제언
디도서 1장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과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잡으라고 권면하다

학생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이 교회 또는 이 교회의 교리를 반대하는 말을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누군가가 교회나 교회의 교리를 반대하는 발언을 할 때 교회를, 또는 그 교리를
옹호하는 적절한 방법은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교회 또는 교회의 교리를 반대하는 발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레데 섬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한다. 바울은 생애 말기에, 그레데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고 설명한다. 디도는 바로 몇 해 전에 바울 덕분에 개종한 사람이었고, 그는 침례를
받은 후에는 여러 임무를 띠고 바울과 함께 봉사했다. 이 서한으로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고 그가 지닌 부름에 대한 조언을주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자신이 영생을 향한 소망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전세에서부터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바울은
또한 그레데 섬에서 교회에 질서를 세우도록 디도를 그곳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디도가
맡은 한 가지 임무는 감독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부르는것이었다.

학생들에게디도서 1장 7~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감독이 갖춰야 하는 특성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특성에 표시해 두라고 할 수도있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감독은 어떤 특성들을 갖춰야 하는가? (제 고집대로는
완고하거나 거만한 것을 의미하며 “더러운 이득”은 부정직이나 다른 불의한 수단을
통해 얻은 돈을 말한다고 설명해야 할 수도있다.)

• 왜 감독이 이런 특성들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디도서 1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감독이 갖춰야 하는 또 다른 특성을 찾아보라고 한다. “바른 교훈”이란
참된 교리를 말한다고설명한다.

• 감독이 갖춰야 하는 또 다른 특성은무엇인가?

•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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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에 따르면,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참된
교리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맞서 응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거슬러 말하는 자란 어떤 개념[이 경우에는 복음의
참됨]을 반대하여 말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교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가 될 수있다.)

• 감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우리는 참된 교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논박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참된 교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복음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향상시켜 줍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교리 공부에
그토록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어린 아이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 패커 회장에 따르면, 참된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왜 그렇게중요한가?

소그룹 토론
때로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소그룹
토론을 하면 흥미와 집중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대화 기술이 늘고 바람직한 사회적 및 영적 관계를 맺도록 강화될 수 있다.

반원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논의하여,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는 것을
고려해본다.

1.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쳐 그들이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앨마서 17:2~4참조)

2. 교회 또는 교회의 교리에 의혹이나 적개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쳤던 경전 속 인물에는 누가 있는가? (참된 교리를 배워 회개한 인물을
적어도 한 명은포함시킨다.)

3. 참된 교리를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더욱 온전히
생활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경험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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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 한다.
발표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된 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간증으로 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마다 선택의지가
있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있다.

학생들에게 이번 해에 지금까지 배운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생각해 보라고한다.

• 그 성구 익히기 구절 중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성구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성구 익히기 구절은
어떤것인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칠 준비가 되도록 주요 성구들을 계속
익히라고권유한다.

디도서 1장 10~16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 가운데
속이는 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으므로 감독은 참된 교리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단념하고 “믿음을
온전하게”(13절)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꾸짖으라고 권고하면서, 부패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고설명했다.

디도서 2장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하다

한 학생에게디도서 2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참된 교리를 활용하여 또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참된 교리를 가지고 또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가? (그레데의
성도들에게 참된 교리를가르치라.)

다음 단어들을 칠판에 쓴다.남자, 여자, 젊은 여자,젊은남자.

반원 중 청녀들에게디도서 2장 3~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나이 든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청남들에게는디도서 2장 2, 6~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울은 나이 든 남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주:학생들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5절)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면,
에베소서 5~6장의 수업 내용을 말해 줄 수있다.

• 바울에 따르면,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각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서 해당하는 단어 아래에 적거나 학생들에게
칠판으로 나와 자신의 답을 적으라고 한다. 몇몇 단어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절제하다라는 말은 침착하거나
진지한 것을 의미하고신중하다라는 말은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며,단정함을
지닌다는 말은 위엄 있고 공손하다는 것을의미한다.)

•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7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훌륭한 모범이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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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디도에게 준 권고에 기초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와드나 지부의 나이 든 회원 중에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에 헌신함으로써
훌륭한 모범이 되는 회원을 한 사람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떠올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모범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생활 속에서 더 잘 실천할 목표를 세워 보라고한다.

디도서 2장 9~10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일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상전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상냥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종으로 일하는 교회 회원들은 정직하고 상냥하게 행동함으로써
주님을 찬미하고 상전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것이다.

한 학생에게디도서 2장 11~1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성구를 다 읽으면,
디도서 2장 11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가능해지게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가능해지게하는가?

• 12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14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문구에 표시해 두라고 할 수도있다.)

“자기 백성”(14절)이란 주님의 귀중한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베드로전서 1:18~19; 2:9참조),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하는(출애굽기 19:5~6참조) 백성을 말한다고설명한다.

디도서 3장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다

디도서 3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국법을
준수하며 모든 인간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디도서 3장 3~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과 그레데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과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묘사했는가?

• 5~6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변화되었는가?

• 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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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숙고해
보라고한다.

• 8절에 따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변화되고 침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디도서 3장 9~1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한, 디도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자신을 보러 오라고요청했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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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서 소개
왜 빌레몬서를 공부하는가?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조언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이 서한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빌레몬서 1:16
참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끼게 될 것이다.(빌레몬서 1:16~17참조)

누가 빌레몬서를 기록했는가?
바울이 빌레몬를 썼다.(빌레몬서 1:1참조)

빌레몬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인 주후 60~62년경에
기록되었다.(빌레몬서 1:1, 9; 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빌레몬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은 오네시모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소유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종이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 빌레몬은 아마도 그리스인 개종자였을 것이며,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다.(골로새서 4:9참조) 그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열게
했다.(빌레몬서 1:2, 5참조) 오네시모는 도망친 후에 교회에 가입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
받는 형제[가 되었다.]”(빌레몬서 1:16;빌레몬서 1:10~12참조)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이고 도망친 종에게 으레
가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권하고자 이 서한을 썼다.(빌레몬서 1:17참조)
그뿐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입힌 재정적 손실도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했다.(빌레몬서
1:18~19참조)

빌레몬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서한 중 가장 짧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이다. 이 서한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에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와 화해하라는 간청은 복음의 교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 준다. 이 서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됨을 보여 주고, 자비와
용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강조한다.

개요

빌레몬서 1장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보여 준 사랑에 대해 그를 칭찬한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개종했다고 말한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입힌 재정적 손실을 갚아 주겠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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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서

소개
바울은 구주와 교회 회원들에 대해 신앙과 사랑을 보인
빌레몬을 칭찬하고,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주었다.

교수 제언
빌레몬서 1장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와드 또는 지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라고 한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기회가 있다고말한다.

• 우리 와드 또는 지부의 청소년들은 각각 서로 어떻게 다른가? (말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아 하도록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따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드 또는 지부에 새로 왔다고 상상해 보게한다.

• 교회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와드 또는 지부로 이사 오는 사람은 기존 회원들을 사귀는
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가? (최근 몇 년 내에 교회에 가입했거나 와드
또는 지부로 새로 이사 온 학생이 있다면, 기존 회원들을 사귈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관심사가 다르거나 다른 사교 단체에 속한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대하는가?

• 여러분은 와드 또는 지부의 새로운 회원들을 어떻게대하는가?

학생들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한을 공부하면서, 교회 회원들과 어울리는 데
지침이 될 진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바울은 감옥에 있던 시기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은 아마도 교회로 개종한
그리스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빌레몬서 1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하던 교회 회원들 및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빌레몬서 1장 4~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6절에서교제라는 단어는 참여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역사하느니라”라는
말은 작용한다는 의미라고설명한다.

•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 (빌레몬의 신앙 및 구주와 교회 회원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이 … 평안을 얻었으니”[7절]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빌레몬 덕분에 위로를 얻었음을 의미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바울이 이 서한에 언급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다음 내용을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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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도망치면서 빌레몬에게서 뭔가를
훔쳐 갔던 것 같다.(빌레몬서 1:18 참조) 신약 시대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노예제를 나쁘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것은 로마법으로 보장된 제도였다. 도망친 종들에게는
형벌이 가해졌는데, 심하게 매를 맞거나 이마에 낙인을 찍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도망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한 학생에게빌레몬서 1장 8~12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도록 간청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도록간청했는가?

•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었다면, 바울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들었겠는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10절)이란 문구를 언급한다.낳다[beget]라는 동사의 한 가지
의미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설명한다.

•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감금 생활을 하던 시기에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도왔다.)

빌레몬서 1장 13~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어 자신을 돕게 하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빌레몬서 1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새로 개종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도록 독려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6절에 따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했는가?

•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 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어려웠겠는가?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서로 계층이 달랐으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 등의 대답이 나올 수있다.)

• 16절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되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히브리서 12:9참조), 따라서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라고 설명한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계속 행사하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된다.(모사이야서 5:7참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 성별, 나이, 배경,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동등하게된다.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그들이 방금 찾은 진리가 서로를, 특히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제13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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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울의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형제애의 정신과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매일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느낍니다. 서로서로 그리고 새로이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끊임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과 우정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우리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으며, 주님께서
침례로 받아들이신 이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면]’(히브리서 2:11),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영역 속으로 데려옵시다.”(“개종자의 교회”, 성도의 벗,
1976년 6월호, 2쪽)

• 킴볼 회장에 따르면,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하는가?

수업 초반에 자신과 다르거나 와드 또는 지부의 새로운 교회 회원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숙고해 보게 했던 질문들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였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한에서 또 다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
빌레몬서 1장 17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도록권고했는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청했음을 설명한다. 빌레몬은 이 청에 따라, 당시 일반적으로 도망친 종에게
가하던 가혹한 처벌을 거두게된다.

•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었던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학생들이 다음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왜 때로어려운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게 한다거나 그들과 신뢰 관계를 곧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마음속에 품었을
수도 있는 원한이나 분노, 상처를 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것이다.

한 학생에게빌레몬서 1장 18~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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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했는가? (오네시모가 했던 일로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면 대신 보상하겠다고했다.)

•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힘써 노력한 것은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어떻게
유사한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교리와 성약 45:3~5참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빚을갚으셨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학생들을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또는 학생들의 수가 그룹으로 나눌 만큼
많지 않다면 반 전체로 이 활동을 한다.) 다음 지시문을 유인물로 복사해서 각

그룹에게 나누어준다.

빌레몬서 1장
그룹의 학생들과 함께 다음 질문들을 토론한다. 대답할 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누군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했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 여러분이 오네시모처럼 누군가에게서 자비와 용서를 받기를 바랐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구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 여러분이 바울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적은 언제인가? 부당하게 대한 사람이 용서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대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도왔는가?

학생들이 그룹별로 이 질문들을 토론하고 나면, 각 그룹에서 한 학생에게 이 중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는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했던 경험을 (그 그룹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반원들 앞에서 나누어 달라고 한다. (이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질문들을 복사해서 각 학생에게 나누어 주거나 질문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이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하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습 활동을 주의 깊게 선택하기
각각의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어떤
반은 소그룹 토론을 하며 활기 있게 수업할 때 잘 배우는가 하면, 다른 반은 개인적으로
숙고하고 쓰는 활동을 할 때 더 잘 배우기도 한다. 어느 학습 활동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결정할 때, 경전에서 가르치는 부분의 내용을 숙고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고,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정확히 헤아려 본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적은 내용을
적용하라고격려한다.

제13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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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소개
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한 존재이신지를 증거한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시며, 더 훌륭한 이름과 더 높은 부름을 갖고 계신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책은 또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며, 그분의 성역으로 모세 율법 아래 있었던 옛 성약보다 더 높은
새로운 성약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친다. 멜기세덱 신권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니신 신권은 모세의 율법 아래 대제사장이 지닌 신권보다 더위대하다.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이 가득한데,
히브리서에는 특히 순종과 신앙으로 구속주에게 돌이키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계속되는
그분의 사업이 강조되어 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속죄에 대한 교리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따라 생활하도록 고무될
수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후기 성도 대부분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 여긴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그러나 이 서한은 그 문체와 언어가 바울의 다른 서한과는
달라서 바울이 정말로 이 서한을 썼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에 담긴 교리가 바울의 다른 서한에 나오는 교리와
일치하기에 그 내용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5쪽 참조) 이 교재에서는 바울을 저자로받아들인다.

히브리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히브리서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히브리서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보통 주후 60~62년경 바울이 빌립보인, 골로새인, 에베소인, 그리고
빌레몬에게 서한을 보낸 때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경전 안내서, “바울의
서한” scriptures.lds.org참조)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바울은 교회의 유대인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말도록 권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다.(히브리서 10:32~38참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의 무게에 시달려, 교회를 저버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회당에서 하는 유대교 예배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히브리서 10:25, 38~39참조)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구원의 참된 근원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했다.

히브리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엄밀히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서한이라기보다는 긴 설교에 더 가까우며, 이스라엘의
경전과 관행을 반복해서 언급한다. 이 서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떻게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신가를 보여 주는 경전상 가장 긴설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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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셨기에 그분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고
가르친다. 또한 히브리서는 선지자들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권능을 받았으며, 그분은
구약 시대의 희생들을 온전하게 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가르친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선지자 멜기세덱(히브리서 7:1~4참조)과 그의 이름을 따른
신권(히브리서 5:5~6, 10; 6:20; 7:11~17참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이기도 하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신권이 아론 신권보다 더 위대하며, 구원은 모세의
율법이나 레위 제사들이 집행하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히브리서 7:5~28참조)히브리서 11장
1절~12장 4절에서는 신앙에 관한 뛰어난 강론이 전개되며,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auline Epistles: Epistle to the Hebrews.”참조)

개요

히브리서 1~6장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천사들 그리고 모세를 포함하여 그분 앞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 애굽에서
구출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인 모세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
율법하의 모든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으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는 복음 교리와 의식을 통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히브리서 6:2) 수있다.

히브리서 7~13장멜기세덱 신권은 복음을 집행하며 아론 신권보다 더 위대하다. 성막과
모세 율법하의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성역을 예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구원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선지자들과 여러 남성과 여성들이 신앙으로 의로운 일과 기적을행하였다.

히브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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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4장
소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구주의 속죄와 속죄가 가져오는 여러
축복을 설명했고, 광야에서 헤매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일화를 예로 들어 성도들에게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쳤다.

교수 제언
히브리서 1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에 대해 가르치다
다음 시나리오들을 소리 내어읽는다.

1. 한 청녀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몇몇 상황에서는 항상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착한 아이”로 사는 게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청녀는 이제 좀 표준을
낮춰서 친구들과 어울려 볼까 고민중이다.

2.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한 청년은 막상 선교 사업을 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중이다.

•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무엇인가?

•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무엇이겠는가?

다음을 설명함으로써 히브리서를 간략히 소개한다. 몇몇 유대인 개종자들(히브리인으로
불림)이 여러 가지 고난의 무게에 시달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를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통적인 유대교 경배 방식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방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히브리서 10:25, 38~39참조)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변함없이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서한을썼다.

학생들에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히브리서 1장 1~3, 10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교리들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은 진리들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들과 유사한 문장이 칠판에
적혀야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히브리서 1:2, 10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신다.(히브리서 1:2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시다.(히브리서 1:2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히브리서 1:3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히브리서 1:3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히브리서 1:3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히브리서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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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란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며 신성한 품성을 공유하신다는 의미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란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심을뜻한다.

교리와 원리 찾기
경전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한 가지는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경전에
나오는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기초 중 하나이다.
복음 교리와 원리를 찾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신중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교리와 원리를
찾아낼 때, 분명하고 단순하게 서술하여 학생들이 그 진리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진리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에게 더는 주님의 뜻을 행하지 말라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이 중 어떤 진리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히브리서의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4~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심을 보여
주었다. 그다음 장들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계속해서논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더 위대하심을 알면, 그분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왜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에게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격려한다.

히브리서 2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창시자(Captain)라고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팀 또는 그룹(예를 들어, 운동, 토론, 연극, 학교
동아리 등)의 대장(Captain)이나 리더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대장이나 리더를 선발할 때 어떤 자격 요건을살펴보는가?

히브리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정체성에 관해 더 많이 설명했다고 일러
준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2장 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칭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흠정역 성경에는 ‘창시자’가 ‘captain’, 즉 ‘대장’으로
되어있음—옮긴이)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의 대장이신가?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우리 구원의대장이신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한 학생에게는히브리서 2장 8~13절을, 다른 학생에게는
히브리서 2장 14~18절을 공부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된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17절에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라는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으며,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거나 화합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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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충분히 준 후, 각자 찾은 것을 짝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질문한다.

• 9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하셨는가?

• 1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누구를물리치셨는가?

바울이 구주를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17절)이라고도 불렀다는 점을 설명한다.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간주되었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의 대제사장에비유하였다.

• 1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처럼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있었는가?

• 18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앨마서
7:11~13참조)

히브리서 4장 14~16절에서 바울은 구주께서 어떤 점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지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에 또 다른 통찰을 더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이 성구들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히브리서 2장 14~18절과히브리서 4장 14~16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모든 것에 유혹을 받으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실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히브리서 4장 16절에 따르면,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가?

•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히브리서 2장에서 배운 진리들이, 어떻게 더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서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한다.

히브리서 3~4장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걱정 또는 근심을 하게 되는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 어떻게 이러한 불안감과 근심거리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있을까?

학생들에게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일화를 들어 성도들에게
이생과 다음 생에서 어떻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고설명한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된 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진노케 했으며, 그 결과
그들에게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민수기 14장;야곱서 1:7~8;
앨마서 12:33~37; 13:6, 12~13, 28~29참조) 학생들에게히브리서 3장 11절에 나오는
“내 안식”이라는 문구에 표시하라고한다.

제135과

794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짚어 준다. 한 학생에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진정한 성도는 이생을 사는 동안 주의 안식에 들어가며,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런 축복된 상태를
지속해 나간다. … 필멸의 것들과 관련해서 주의 안식이란 후기의 위대한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 영원한 주의 안식이란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며, 주의 영광을 충만히 받는 것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
84:24)” (Mormon Doctrine, 2nd ed. [1966], 633)

• 이생에서 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죽은 후에 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

히브리서 4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일부 교회 회원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무엇을 염려했는가? (일부 교회 회원들이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염려했다.)

칠판에 다음 경전 구절들을 적는다.히브리서 3:7~8, 12~15, 18~19; 4:2~3, 6~7, 11.
반원들에게 이 성구들을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서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4장 3절을 읽도록 권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히브리서 3:14)이라는
문구는 어떤의미인가?

•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 4:7)라는 문구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늘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한다는뜻이다.)

• 바울은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구주께 변함없이 충실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마음을 열어 두면, 주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준비될 수있는가?

• 주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이생에서 축복을 누릴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문제점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도 구주께 충실하고 그분에 대해 마음을
열어 두면 어떻게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한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자기 생각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고 늘 그분께 마음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제135과

795



가정 학습반 공과

디모데후서
1장~히브리서 4장(27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디모데후서 1장~히브리서 4장(27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진행할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를 일부만 주로 다룰 것이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영을 동반하기 위해 열의를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충실히 남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불의로부터 깨끗해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충실하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 시대에 도사리는 위험과
경전의 가치에 대해 배웠다.

둘째 날(디도서)
학생들은 그레데에 있는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을 공부하면서 다음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우리는 참된 교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논박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고 간증했다.

셋째 날(빌레몬서)
학생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새로운 개종자인 도망친 종을 복음 안에서 형제로 여겨 달라고 간청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임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넷째 날(히브리서 1~4장)
학생들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창조자로서 구주께서 하신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유사성을 포함하여 구주에 관한 여러 교리를 배웠다. 그 교리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들은 또한 다음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모든 것에 유혹을
받으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소개

이 수업에서는 바울의 시대와 마지막 날에 있을 위험에 대해 그가 한 예언들을 살펴보게
된다. 바울은 디모데와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변함없이 충실하며, 경전을 이해력과 훈계와 가르침의 근원으로 삼으라고지시했다.

796



교수 제언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마지막 날의 고통하는 때를 묘사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학생 두세 명에게 각각 칠판에
위험하거나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씩 그려 달라고 한다. 수업이 시작한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들을한다.

• 여러분은 칠판에 그려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사용하겠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상태를 예언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필요하다면,고통하는[perilous]이란
단어는 위험이나 위태로움으로 가득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어떤 도덕적 또는 영적 위험을목격하는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다음 도표를 복사해서 각 조에 하나씩 준다. 조별로
디모데후서 3장 2~7절을 읽고 표에 나오는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 ‘비방한다’는

말은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모독한다, ‘교만하다’는 겸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거룩하다’는 성스럽거나 경건한 성품을 지니고 있거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하다, ‘경건하다’는 성스러운 것을 마음 깊이 존경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어도좋다.

디모데후서 3:2~7

바울이 묘사한 후기의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이 중 어떤 것을 목격해 보았는가? (두세 개 정도를
찾는다.) 이런 상황은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이런 상태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표에 적은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공부한 성구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그런 위험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뒷부분에 따르면,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어떤
일을 하도록 디모데에게 권했는가?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야한다.)

불안감을 주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4~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이런 심각한 위험에서 돌아서는 데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자신이 묘사한 심각한 위험에 어떻게 저항하라고가르쳤는가?

• 14절에 나오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27단원

797



학생들에게 마지막 날에 도사리는 영적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디모데후서 3장
14~15절에서 한 가지 원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의 답을 들어 본 후, 다음을 칠판에
쓴다.신뢰할 만한 근원과 경전에서 배운 진리에 따라 계속 생활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도사리는 심각한 영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 경전과 우리가 배운 진리에 의지하면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있는가?

• 여러분이 배운 진리에 의지한 적은 언제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경전 학습 일지 또는 수업 공책에
적어 보라고 한 후, 몇 사람의 발표를 들어 볼 수도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이 성구 익히기 구절임을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바울이 경전에 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표시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것이다.

• 경전 공부와 관련하여, 바울은 우리 시대에도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전해
주었는가? (반원들이 다음 원리를 찾게 한다.경전을 공부하면,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정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경전에서, 특히 신약전서에서 공부했던 구절이 다음 중 한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1.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교훈)

2. 옳지 않은 생각, 선택 또는 행동을 꾸짖거나 교정해 준다.(책망과 바르게함)

3.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의로교육함)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서, 몇몇 학생에게 생각한 경험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 경전의 가치에 대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왜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고받는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의 사본을 나누어
준다. 한 학생에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경전 공부에
관하여 스코트 장로가 어떤 권고와 약속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미혹하는 사탄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 잠이나 공부, 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매일 시간을 들여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경전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들은 안전과 평안을 받게 된다고간증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7단원

798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을 세 칸으로 접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접은 종이를 펴서 첫 번째
칸의 맨 위에는교훈, 두 번째 칸의 맨 위에는책망과 바르게 함, 세 번째 칸 맨 위에는의로
교육함을 적게한다.

학생들에게 한 주 동안 이 종이를 경전의 서표로 사용하면서, 그 목적 중 하나에 일치하는
성구를 읽을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 넣으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훈” 아래에
참조 성구와 그 성구에서 배우는 교리 또는 원리를 적을 수 있다. “책망과 바르게 함”
아래에는 참조 성구와 그 성구가 그릇된 개념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잘못된 선택 및
행동에 대해 어떻게 꾸짖는지를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 아래에는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깨우쳐 주는 성구를 기록할 수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 후에 그 종이를 교실로 가져와서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짧은 토론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쪽지를 적어 자신의 경전이나 교재 속에 넣어 둘 수도있다.

다음 단원(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 청남들은
어떻게 신권 부름을 받는가? 히브리서에서는 큰 신앙을 지닌 자로 누가 언급되어 있는가?
이 단원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조셉 스미스는 어떤
경전 구절을 읽고서 “하나님께 여쭤” 보고 첫번째 시현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정결한
경건이란무엇인가?

가정  학습반  공과 :  27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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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과

히브리서 5~6장
소개
바울은 신권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히브리서 5:10)라고 가르쳤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신앙을
갖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도록 교회 회원들을 독려했다.

교수 제언

사랑과 존중이 깃든 분위기 조성하기
학생들이 여러분과 반 친구들에게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영의
영향력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수업에 올 것이며, 수업에 참여하려는 소망도 더 커질
것이다. 학생들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바울이 신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의사와경찰이라는 두 직함을 별도의 종이에 각각 적어 둔다. 학생
두 명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각 학생에게 종이 한 장씩을 준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이 학생들이 적절한 직함을 나타내는 종이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의사”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말한다)이
여러분을 수술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앞서겠는가?

• 만일 이 사람(“경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말한다)이
여러분에게 벌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하겠는가?

• 여러분은 왜 이 두 학생에게 그 직함에 해당하는 업무를 선뜻 맡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가? (이 학생들은 그런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능력이없다.)

사회에서 특정 책임을 수행할 권한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에서 특정 책임을 수행할 권세를 얻는 데 필요한 (충실함 및
합당함과 같은) 자격과 방식을 제정해 놓으셨다. 학생들에게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떤 방식에 따라 얻게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히브리서 4장 14~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이 구주를 “큰 대제사장”(14절)으로
묘사했음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5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인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스라엘인 사이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하는가?

이 성구들에서 언급된 대제사장 직분은 모세 율법하에서 아론 신권을 감리하는
직분이었다고 설명한다. 모세의 형제인 아론은 “아론의 반차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
이 직분은 세습되었으며, 아론의 시대 이후로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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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대제사장은 보통 일생 동안 봉사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이 직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헤롯과 로마인들은 둘 다 부적절하게
임의대로 대제사장을 정하고 물러나게 했다. 주전 37년에서 주후 68년 사이, 이 직분에는
28명의 남성들이 임명되어 있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High
priest”)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5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대제사장은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4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출애굽기 28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읽기
전에, 이 일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고 설명해준다.

•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권에성임되었는가?

• 주님께서 이 지시 사항을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에게 주신 것은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모세는 선지자였으며, 따라서 그러한 계시를 받고 지상에서 신권의 사용을
관리할 권세가있었다.)

• 누군가가 신권에 성임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신권에 성임되는 사람들은 권세를 지닌
종을 통해 계시로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오늘날 교회에서는 권세를 지닌
신권 지도자들이 성임받을 개개인을 접견하고, 그 사람이 신권에 성임될 준비가 되어
있고 합당한지를 결정하고자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을참조한다.)

• 이 진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특정 직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과정과
어떻게연관되는가?

한 학생에게 신앙개조 제5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들이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찾은 진리가 신앙개조 제5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예언[prophecy]은 계시를 나타낸다고설명한다.

• 이 신앙개조에 따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세를 지니려면, 그 밖에 또 어떤 일이필요한가?

아론에게 신권을 주는 모세(복음
그림책[2009], 15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보여 준다. 권세 있는 신권
소유자가 행하는 안수로써 선지자와 신권
소유자, 복음 교사가 부름받게 되는 내용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온다고
설명한다.(민수기 27:18~23;사도행전
6:6~6; 13:2~3;디모데전서 4:14참조)

•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직분에
부름을 받는 과정은 경전에서 확립된
방식을 어떻게반영하는가?

•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신권 권세를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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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히브리서 5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 구주께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5절은시편 2편
7절의 인용이고, 6절은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이라고설명한다.

• 구주께 하나님의 권세를 준 것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아버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시는가? (멜기세덱 신권. 이 신권은
본래 구주의 이름을 따서 불렸다고 말해 준다.[교리와 성약 107:2~4참조])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5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히브리서
5장 7~8절은 멜기세덱 즉,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이자 왕에 대해 언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기에, 이 성구들은 구주와도
연관되는 내용이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157참조)

• 히브리서 5장 9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 무엇이되셨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되시는가?

히브리서 5장 11~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 더
가르치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고 더 높은 가르침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말했다.

히브리서 6장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고, 신앙을 갖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도록 독려되다

•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능한 답으로 평화,
행복, 용서, 기도의 응답, 축복사의 축복에 따른 축복, 부활과 영생의 축복 등이 있다.
이러한 축복 중 일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고설명한다.)

• 우리가 약속된 특정 축복을 과연 받게 될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는 어떤
예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 경전 학습 일지 또는 별도의 종이에 자신이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약속된 축복
한 가지를 적어 보라고 한다.히브리서 6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6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향해 노력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음을 설명한다. 조셉 스미스 역,히브리서 6장 1절(경전 안내서,
scriptures.lds.org)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리를 버리지말고”(강조체
추가)라고 나오며,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6장 3절(경전 안내서,
scriptures.lds.org)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리라”라고나온다.

• 1절에 따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향해 노력하라고 가르쳤는가? (완전이란
“완벽하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발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의 은혜와 속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될 수도 있다.”[경전
안내서, “완전한”, scriptures.l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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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들에 언급된 어떤 교리들이 우리가 완전을 향해 노력할 때 근간으로 삼아야 할
토대가되는가?

히브리서 6장 4~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멸망의 자식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알았음에도 이 진리를 저버리고 구주께 맞서
대항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또한교리와 성약 29:44~45; 76:31~38참조)
바울은 그들을 이 서한을 읽게 될 충실한 성도들과대비시켰다.

학생들에게히브리서 6장 9~10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바울이 히브리인 성도들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히브리서 6장 11~15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원했는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11절)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부지런하라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자 부지런함, 신앙, 인내, 소망으로
노력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끝까지 부지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칠판에서부지런함, 신앙,인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학생들에게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이 단어들의 정의를 내려 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내용을 발표하게한다.

• 이러한 속성을 발휘할 때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있겠는가?

•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데]” 이런 속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히브리서 6:2)

• 여러분은 부지런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인내를 통해 약속된 축복을
받았던 어떤 경험을 해보았는가?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6장 16~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 소망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표현하는
말은 각기 다르겠지만, 다음 진리가 드러나야 한다.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닻이 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경전에 사용된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로움에 대해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바람”(경전 안내서, “소망”, scriptures.lds.org)이라고설명한다.

• 17~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있는가?

•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소망을 품으면,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부지런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니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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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칠판에 닻 모양을 그려
달라고한다.

• 닻은 배에서 어떤 역할을하는가?

•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닻이 되어왔는가?

학생들에게 부지런함, 신앙, 인내, 소망을
더욱 온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한
가지 적어 보라고 한다. 우선 이중 한
가지를 골라 그 성품을 키울 계획을
세우고, 그런 후에 또 다른 속성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할 수
있다. 적은 것을 생활에
적용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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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7~10장
소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히브리서 8:8)의
중보자이심을 가르쳤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세
율법 아래 행해졌던 희생을 능가하며, 모세 율법의

의식들은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수 제언
히브리서 7~8장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가르치다
손전등을 사용하여, (열쇠나 가위와 같이) 작은 물건의 그림자를 칠판에 만든다.
학생들에게 그림자만 보고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지 물어본다. 우리는
때로 그림자만 보고도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설명한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56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보여 준다. 구약전서에는 예표와
그림자 역할을 했던, 즉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상징하고 암시했던 의례와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고설명한다.

• 구약전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모세 율법은 어느 모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드린 속죄의 희생으로 향하게
하려는 의도로 주어진 것(니파이후서 11:4;
야곱서 4:4~5참조)이라고 설명한다.
바울은 율법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이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 모세 율법을 따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싶었다.

학생들이 경전의 상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전에는 상징과 비유적 표현이 풍부하다. 의례와 의식은 그 집행 과정에 상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 성막 의례는 모세의 율법 전체가 그렇듯 영원한
것들을 상징했으며(히브리서 8~10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Symbolism”) 학생들이 이런 예표와
그림자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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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7장 1~22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시편 110:4; 또한히브리서 7:1참조) 한 제사장의 일어남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가르쳤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감리하던 의로운 왕이자 대제사장이었다.(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14:25~40[경전 안내서, scriptures.lds.org];앨마서 13:14~19;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Melchizedek”참조) 바울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레위 신권과 그 신권으로 집행했던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권이 필요했다고 가르쳤다.(히브리서 7:11참조) 레위 신권은 레위 지파의 일원이
소유한 아론 신권의 권세를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Aaronic Priesthood”참조)

아론에게 신권을 주는 모세(복음
그림책[2009], 15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과 함께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그림을 보여 준다. 다음을
설명한다.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었듯이,
바울은 레위 제사장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였다. 레위 제사장들의 한 가지
역할은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상징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존재였다.

칠판에히브리서 7장 23~28절이라고 적는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짝과 함께 이
성구들을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또한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장 25~26절도
읽어 보라고 한다. 이 경전 구절은 경전 안내서에 나온다. 각 조마다 한 학생은 레위
제사장을 묘사하는 문구를, 다른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제사장을 묘사하는 문구를 맡은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칠판에 전시된 모세와 아론의 그림 아래에 발표한 내용을 적는다. (그 답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할 필요가
있었다.[히브리서 7:23참조]; 그들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렸다.[히브리서 7:27참조]; 제사장들도 약점이 있는 인간이었다.[히브리서 7:28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문구를 맡은 학생들에게도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칠판에 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림 아래에 그들의 발표 내용을 적는다. (그 답에는 다음
문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권은 “변경할 수 없다”, 즉
영원하다.[히브리서 7:24];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히브리서 7:25];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사신다.[히브리서
7:25];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므로 “그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다.]”[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26]; 그분은 다만 한 번의 희생만을 드렸는데,
이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었다.[조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26];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시다.]”[히브리서 7:28])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브리서 7:25)라는 말은 구주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라고설명한다.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제사장들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설명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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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히브리서 8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모든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도록
성임되었는지, 즉 부름을 받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성임되었는가?

히브리서 8장 4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땅에
계신 동안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이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예물 곧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하느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 칠판에 열거된 문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것인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죄의 희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에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다음 문장 중 하나를 완성하게한다.

1. 나는 구주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2. 나는 구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왜냐하면…

3.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죄의 희생으로 축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은 내용을 나눠
달라고한다.

히브리서 8장 5~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드림으로써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6절)가 되셨으며, 만일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주를 알[게]”(11절) 되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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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9~10장
바울이 모세 율법의 의식들이 어떻게 구주의 속죄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하다
수업 전에 교재에 나오는 도해를 칠판에
그려둔다.

히브리서 9~10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속죄일에 레위 제사장들이 수행한 임무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레위 제사장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말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문단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유대인의 성일 중 속죄일(욤 키푸르라고도 불림)이라고 불리는
날에 성막(훗날의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숫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기 위하여 지성소의 특정 장소들에 동물의 피를 뿌렸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또 다른 숫염소(‘아사셀’이라 불림)에게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옮겨 지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는데, 이는 백성들의 죄가 없어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숫양 두 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Fasts” 참조; 또한 레위기 16:22 참조)

반원 중 절반에게히브리서 9장 11~12, 24, 28절을, 나머지 절반에게는히브리서 10장 1,
4, 10~12절을 읽으라고 지명한다. 각 그룹에게 지명받은 성구들을 눈으로 읽으면서,
속죄일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을 나타내는 예표와
그림자가 되었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찾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그런 후 이렇게질문한다.

•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성막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자신이 행한 속죄 덕분에 어떤 “성소”(히브리서 9:12)에
들어가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 즉, 해의영광)

•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황소와 염소의 피”(히브리서 10:4)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있었는가?

•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런 희생 제물을 드렸는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히브리서 10:1]를 보여 주기 위해, 즉 구주의 속죄를 나타내기위해)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0장 17~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속죄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9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장
거룩한” 성소, 즉 해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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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들어가는가?

“새로운 살 길”이라는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계획을 의미하며, 그 계획으로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용서를 받고 성결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고설명한다.

칠판에 다음의 미완성 문장을 적는다. __________(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있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0장 22~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말해 보라고한다.

그런 후에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그분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고”(23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0장 35~3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가?

•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홀런드 장로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설명한다.

“후기 성도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이거나,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후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항상 그렇게 어려웠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황해하거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어떻게
느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조셉 스미스가 사탄과 직면했을 때 그들을 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 불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을 구해 줄 것입니다.”(“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8쪽)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사람으로는 누가있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 결심과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계획을 적어
보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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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1장
소개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구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기적을 행하고, 고난을 견디며, 큰 축복을 받았던 의로운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교수 제언
히브리서 11:1~6
바울이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다
필리핀의 한 청녀에 대한 다음 글을 읽는다. 학생들에게 이 청녀가 어떻게 신앙을
행사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필리핀의 한 청녀는 아버지가 멀리 일하러 가셨던 어느 여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은 청녀의 아버지가 보내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토요일에는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졌고, 이제 이 가족에게 남은 돈은 20페소짜리 지폐 단 두
장뿐이었다. 장을 봐야 할 물건들을 세어 보니,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다음날 가족들이
교회로 갈 차비가 모자랄 것이 분명했다. 청녀는 어머니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먼저 필요한 물품을 사면 하나님께서 차비를 마련할 방편을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녀는 필요한 물품을 다 사고도 다음날 교회에 갈 차비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제일 먼저, 밥을 지을 때 쓸 숯을 사야 했다. 그런데 숯 한 봉지 가격이
5페소에서 10페소로 두 배나 올라 있었다. 청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식구들이
먹을 밥을 지으려면 숯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20페소를 내고 숯 두 봉지를 샀다. 그런 다음,
가족들이 내일 교회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던 청녀에게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다. “괜찮아, 어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렴.”
그래서 그녀는 남은 20페소로 계속해서 장을 보았다. (비디오 “Pure and Simple
Faith[순수하고 단순한 신앙]”, LDS.org에서 발췌함)

• 이 청녀는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행사하였는가?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1절과 조셉 스미스 역히브리서 11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경전 안내서에 있음)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절에 따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분명히 찾아내도록 한다.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히브리서 11장 1절및 다른 자료(앨마서
32:21; Lectures on Faith[신앙강좌])를 사용하여,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말해 준다. 한 학생에게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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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이 신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강조합니다. (1)
참된 것을 바라는 확신으로서의 신앙, (2)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의 신앙, 그리고 (3)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로서의 신앙입니다.
저는 동시에 미래를 맞이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현재 행동을 취하는
관점에서 구주를 믿는 신앙의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7~18쪽)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확신—미래를 맞이함, 증거—과거를 돌이켜봄,
행동—현재에 행동을 취함.베드나 장로는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며
현재에 행동을 취할 때, 신앙의 세 가지 요소인 확신과 증거와 행동이 함께 작용한다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과 어떻게다른가?

• 이 필리핀 청녀의 이야기는 베드나 장로가 묘사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예를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되었는가?

학생들에게히브리서 11장 6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바울이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신앙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바울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학생들에게 6절에서 이 진리를 표시하라고
제언해도좋다.)

한 학생에게 필리핀 청녀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청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다른 물건들을 사기 위해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청녀의 손에 커다란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쳤더니, 20페소짜리 지폐 다섯 장이 물건을
사고 남은 20페소짜리 지폐 한 장에 둘둘 말려 나왔다. 그때 이 청녀는 필요한 물품을 사고도
가족들이 교회에 갈 차비를 낼 만큼 돈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청녀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Pure and
Simple Faith[순수하고 단순한 신앙]”, LDS.org에서 발췌함)

• 이 청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하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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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험은 이 청녀가 미래에 신앙을 행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증거를 인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신을 다시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증거와
확신 덕분에, 그녀는 현재에 행동을 취할 신앙을 지닐 수 있다. 그녀가 계속 신앙에
따라 행동하면, 이 과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신앙은 더 강하게 성장할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신앙을 행사했던 때를 생각해 보게 한다. 몇몇 학생에게 경험을 나눠
달라고한다.

•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얻게되었는가?

히브리서 11:7~40
바울이 구약 시대에 신앙을 행사했던 의인들의 예를 인용하다
•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있는가?

학생들에게히브리서 11장 7~40절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시사해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칠판에믿음으로라는 말을 적고 나서, 바울은 구약전서에서 신앙을 행사했던 의인들을
예로 들면서 독자들에게도 신앙을 행사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히브리서 11장을 재빨리 훑어보면서 “믿음으로”라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문구들에 표시하라고 제언해도좋다.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 달기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경전에 표시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기 경전에 중요한 단어, 문구, 성구들을 표시하라고
권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또한, 교리와 원리를 표시하라고 권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자기
경전에 표시하라고 권할 때 어느 특정 방식만을 추천하지는 않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전에 표시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경외함으로”라는 문구는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에 기초하여 소망과 확신으로 행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 좋을것이다.)

•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행사했는가?

• 노아의 이 이야기에서는 베드나 장로가 설명한 신앙의 어떤 요소(확신, 증거, 행동)가
분명하게드러나는가?

• 어떤 점에서 그 요소가드러나는가?

칠판에 다음 참조 성구들을 적는다.히브리서 11:8~10, 11~12, 17~19, 20~22, 23~28,
29~31.반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참조 성구를 하나씩 정해 준다. (만일 반원
수가 적으면, 각자에게 참조 성구를 하나씩 정해 주거나 둘씩 짝을 지어 각 조에게 두 개
이상의 참조 성구를 정해 준다.) 각 그룹에게 지정된 참조 성구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한다.(이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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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앙을 행사하였는가?

어떤 점에서 신앙의 세 가지 요소(확신, 증거, 행동)가드러났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와 유사한 신앙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겪는가?

충분히 시간을 준 후, 각 그룹에서 한 학생이 대표로 토론 내용을 발표하게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앙을 행사함에 대해 아브라함과 사라와 다른 사람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6절 “더 나은 본향”은 영생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충실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 왜 그들은 이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충실했는가?
(약속된 축복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그들은 죽은 후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도좋다.)

• 그들의 모범은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다음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____________(할) 수 있다.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32~4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히브리서 11장 32~40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하고, 조셉 스미스
역에는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이 “첫 번째 부활”로 변경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40절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그들이 고난 없이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들이 적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와 닿는 단어들과 문구에
표시하라고 제언해도좋다.

학생들에게 32~40절를 참고하여 그 문구를 완성하게 한다. 충분히 시간을 준 후,
자원하는 학생 몇 명에게 자기가 기록한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며 칠판에 다음 원리를 적는다.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기적을 이루며, 신성한 약속을 받고, 그분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있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있는가?

• 아는 사람 중에 신앙을 행사하여 삶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축복이었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요하게 될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한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겠다는 목표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고
한다. 다음 문장에 맞춰 그 목표를 기록하게 한다. “나는 신앙으로 ____________을/
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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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2~13장
소개
바울은 유대인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는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촉구했다.

주: 140과에서는 학생 두 명이 공과를 가르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미리 학생 두 명을 선택하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40과의 지정된 부분을 복사해서 준다.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과 자료를 공부하도록, 그리고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하도록 격려한다.

교수 제언
히브리서 12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앙과 인내로 경주하라고 권고하다
칠판에 달리기 선수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다. 반원들에게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경주 중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게 한다. (반원 중에 장거리
달리기를 해 본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
후에, 있다면 장거리 경주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물어볼 수도있다.)

• 달리기 선수가 힘들어도 계속 달리도록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무엇이겠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지구력을 요하는 경주와 어떤
면에서비슷한가?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겪는(또는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힘겨워질 때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될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2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는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바울은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는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말했는가?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등에 메는 배낭 하나를 준다. 배낭에 돌멩이를
가득 채운 다음, 학생들에게 돌멩이로 가득 찬 배낭을 짊어지면 달리기 선수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설명해 보게한다.

• 어떤 점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돌멩이로 가득 찬 배낭과 같을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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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생에게 배낭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한다.

• 인내로써 제자가 되는 경주를 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2장 2~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죄를 멀리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끈기 있게
견디도록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3절의거역[contradiction]이라는
말은 반대를 뜻한다고설명한다.

•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끈기 있게 견딜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표현하는 말은 각기
다르겠지만,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도록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반대를 끈기 있게 견딜 힘을 얻을 수있다.

• 2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떤 일을 모범으로 삼아
바라보라고말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복음 그림책[2009],
57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충실할 때 받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고통을 겪고 세상이 주는 수치를
참으셨다고 말했음을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면
고난과 장애물에 직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면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보면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계속 인내할 수 있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한다.

“그분의 속죄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셨으며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선하심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처한 중에도 신앙으로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느낀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고, 우리를 버려 두거나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8쪽)

학생들에게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또는 경전 공부 시간에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반대를 인내하며 견딜 힘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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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원리를 한 가지 더 찾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이 그런
훈계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려 보게한다.

• 때로는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는 일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것일까?

• 특히 우리가 그들의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 하는것일까?

제자가 되는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징계, 즉 훈계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2장 6~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징계하게 될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 8절에 나오는사생자[bastards]라는 단어는 혼외자 즉, 법적 상속자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을의미한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경전 구절을 익힐 수 있도록 이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제자가 되는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누구의 훈계를 받게되는가?

• 바울에 따르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 또는훈계하시는가?

•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나타내는가?

학생들에게 30초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몇 가지 방법을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써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징계는
여러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님을 학생들에게이해시킨다.

•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계하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말했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이룬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것이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는 지상의 아버지는 때로 불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는 완전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2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게 한다. 10절에 나오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문구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라고설명한다.

•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묘사하는가?

• 10~11절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에 칠판의 글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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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하면, 우리는 더욱 그분처럼 되고 의로움의 열매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지금부터 하라고권유한다.

히브리서 12장 12~29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회원들을 신앙 안에서 강화하라고 권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처럼, 또는 시내 산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죄를 멀리하라고
촉구했다. 바울은 끝까지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비할 데 없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할 곳을 받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히브리서 13장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고하다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여러 주제에 대해 권고하면서 자신의 서한을 끝맺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소그룹으로 나눈다.히브리서 13장 1~9, 17절을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다 읽고 나면
그룹별로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라고 지시한다.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 적어도
좋을것이다.

• 이중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권고는 어떤 것일까? 왜그러한가?

충분한 시간을 준 후, 학생 몇 명에게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발표해 달라고 한다. 바울의
권고 중 자신의 삶에서 더 잘 실천해 보면 좋을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히브리서 13장 10~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바울은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친 동물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태웠다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더는 요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제3니파이
9:18~20참조)

한 학생에게히브리서 13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동물 대신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에 표시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 바울은 우리가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말했는가?

•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생각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7~25절에 대한 요약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하였다고 설명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를기도했다.

학생들이히브리서 12~13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 마치면
좋을것이다.

성구 익히기—히브리서 12:9
학생들이히브리서 12장 9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구에 나오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각 단어의 첫 글자들만 보고도 전체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경전 구절을 수차례복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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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구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은 왜중요한가?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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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소개
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가?
야고보서는 어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었던야고보서 1장
5절의 중요한 구절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잘 알려진
서한이다. 이 서한 전반에 걸쳐서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야고보서 1:22)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행함” 즉 행위를 통해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고(야고보서 2:14~26참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야고보서 1:12)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더 커질것이다.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서한에서는 그 저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야고보서 1:1)라고
명시되어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유다처럼 야고보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중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형제라고 전해진다.(마태복음 13:55;마가복음 6:3;갈라디아서 1:19
참조)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명단에서 야고보가 맨 처음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부형제 중 맏이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다른
이부형제처럼,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요한복음 7:3~5참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야고보는 그분의 부활한 몸을 본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고린도전서 15:7참조)

이후에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으며, 초기 기독교 저자들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한다.(사도행전 12:17; 21:18;갈라디아서 1:18~19; 2:9
참조)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사도행전 15:13참조) 야고보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라는 점을 볼 때 그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형제가 아니라 주님의종이라고 소개하는 겸손함을 보여 주었다.(야고보서 1:1)

야고보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야고보가 언제 이 서한을 기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그곳에서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 지역에서 이 서한을
썼을것이다.

야고보가 주후 50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대회(사도행전 15장참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서한은 그 대회가 열리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말로 이 서한이 예루살렘 대회 전에 기록되었다면, 이는 신약전서에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한 중 하나일것이다.

야고보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야고보서 1:1) 즉,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오라”(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243)라고 권유했다. 야고보는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여 주는
삶을 살라고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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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때때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과 유사한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곤 한다. 편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리에 관한 짧은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야고보의 말씀은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구주의 산상수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유사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박해(야고보서 1:2~3, 12;마태복음 5:10~12참조), “온전”하게 됨 즉,
영적으로 성숙하게 됨(야고보서 1:4; 2:22;마태복음 5:48참조), 하나님께 구함(야고보서
1:5;마태복음 7:7~8참조),하나님의 뜻을 행함(야고보서 1:22;마태복음 7:21~25참조),
이웃을 사랑함(야고보서 2:8;마태복음 5:43~44; 7:12참조), 그 열매로 선과 악을
앎(야고보서 3:11~12;마태복음 7:15~20참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됨(야고보서 3:18;
마태복음 5:9참조),맹세하지 않음(야고보서 5:12;마태복음 5:34~37참조)

개요

야고보서 1~2장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서한에 담긴 주요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고난을 견딤, 지혜를 구함,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는 생활을 함 등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는 “정결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야고보서 1:27참조)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한다.

야고보서 3~4장야고보는 함부로 뱉는 말의 파괴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열매와 대조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사탄에게 항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경고한다.

야고보서 5장야고보는 사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한다. 그는 성도들이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 대해 갖는 책임에 관해 짧게 조언을 하며 서한을 끝맺는다. 그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끈기 있게 견디며, 모든 말에 있어 진실하라고 권고한다. 야고보는
아픈 사람들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부음을 받도록격려한다.

야고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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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1장
소개
야고보는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서한을 보내어,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유혹에 맞서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가르쳤다.

교수 제언
야고보서 1:1~11
야고보가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하다

수업 전에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내가 더 지혜로우면 좋을 텐데!학생들에게 칠판의
문장을 숙고해 보라는 말로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를 꺼내서,
자신이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주제나 지혜가 필요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적어 보라고
한다. 복음 주제와 삶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들도 함께 적으라고 제안할 수 있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쓴 주제나 질문을 몇 가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지나치게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상기시킨다.)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 조셉 스미스(복음
그림책[2009], 89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보여준다.

• 조셉 스미스는 어릴 때 어떤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조셉 스미스—역사 1장
9~10절을 참조하라고한다.)

조셉 스미스는 야고보서를 읽다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얻을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한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의이부형제였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그들이 겪는 시련과 역경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야고보서 1장 2절(경전 안내서, scriptures.lds.org)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고난”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짚어준다.

• 야고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겪는 시련과 역경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동안 인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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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가 어떤 부분을 보고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되었는지 짚어 보라고한다.

야고보서 1장 5~6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해도 좋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무엇을 하라고권했는가?

•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5절)
(후히[liberally]는 기꺼이 너그럽게라는 뜻이고,꾸짖다[upbraideth]는 질책하거나
비난한다는뜻이다.)

한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야고보서 1장 5~6절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적어 보라고 한다. 그 학생은 표현은 다르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후하게주신다.

•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6절)

한 학생에게 어린 조셉 스미스가 답을 찾고 있었을 때야고보서 1장 5~6절을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조셉 스미스—역사 1:12참조) 다른 학생에게는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집 근처 숲에서 신앙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해
보게한다.

• 여러분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후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을 해 보았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지혜를 주심을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라 이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권한다.

야고보서 1장 7~11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즉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했음을 설명한다. 야고보는 또한 부자들에게 세상의
부는 단지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것이니 겸손해야 한다고적었다.

주:학생 두 명에게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성구 블럭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수업 하루나 이틀 전에 학생 교사들에게 이 과제를 주어서 미리 준비해 오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교사들은 한 명씩 나와서 반원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거나 반원을 둘로
나누어 학생 교사들 각각이 절반의 반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
서로 바꾸어서 가르칠 수있다.

학생 교사 1—야고보서 1:12~21
야고보가 유혹에 대해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떤 유혹을 겪는가? (학생들이 말하는 답을 칠판에 열거하면
좋을것이다.)

• 유혹에 맞서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무엇인가?

제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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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유혹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서는 “시험을
참는[endureth temptation]”이 “시험에 맞서는[resisteth temptation]”으로 변경되어
있다고설명한다.

• 주님을 사랑하고 유혹에 맞서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학생들이 답한
뒤,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는 유혹에 맞섬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혹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서 오지 않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3절에 따르면, 유혹의 근원이아닌분은누구이신가?

14절에 나오는욕심[lust]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사탄은 우리를 꾀어 그런 거룩하지 못한 욕망에 굴복하게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 유혹에 맞설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을 수있는가?

• 유혹에 맞서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일이되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학생들이 찾은 원리의 참됨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유혹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야고보서 1장 17~21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오며,
성도들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21절)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학생 교사 2—야고보서 1:22~25
야고보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전한 다음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최근에 멋진 청남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교 사업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 그 청남은 정말로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 하고 선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범법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그가 겪게 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도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면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며, 학업이나 세미나리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석했으나
몰몬경은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에 쏟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교 사업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7쪽)

• 여러분이 쿡 장로의 입장이었다면, 선교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 청남을 보고
어떤 걱정이들었겠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쿡 장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남에게 도움이 될 야고보의
가르침을 찾아보라고한다.

제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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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의 어떤 가르침이 청남에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야고보서 1장 23~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고도 자기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진리를 들은 후에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한 후에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인지 평가해 보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거나 칠판에적는다.

1. 나는 경전, 가정, 교회,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진리들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있는가?

2.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진리를 행하겠다는 영적인 목표를 얼마나 자주 세우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그 목표를 성취하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그 목표를잊어버리는가?

3.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있을까?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간증한다.

야고보서 1:26~27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권고하다
학생 두 명이 각각 맡은 부분을 가르치고 나면, 다른 학생 몇 명에게 배운 내용을
요약하게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경건하게 [우리 종교에 따라] 살아갈 방법에 대해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경건하게, 즉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
드리며 살 수있는가?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한 가지 예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를 … 돌보[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27절)라는 것은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뜻이다.

• 우리는 27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 주는 중요한 표현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정결한 경건”을 보여 주는 일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에게 영감을주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거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두 가지 정도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생활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권한다.

제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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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야고보서 1:5~6
야고보서 1장 5~6절을 암기하면, 복음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암기할 수 있도록 부록에 나오는 암기 활동 중 하나를 활용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암기 활동을 고안해 본다. 암기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함께 자주 복습하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향후 수업 중에 이 경전 구절을
복습하거나 암송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본다.

제1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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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28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28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진행할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를 일부만 주로 다룰 것이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히브리서 5~6장)
학생들은 신권 권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다음을 배웠다. 신권에 성임되는 사람들은 권세를 지닌 종을 통해 계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끝까지 부지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인내를
지님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닻이 된다.

둘째 날(히브리서 7~10장)
학생들은 히브리서 7~10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다.

셋째 날(히브리서 11장)
학생들은 신앙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임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다음도 배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기적을 이루며, 신성한 약속을 받고, 그분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넷째 날(히브리서 12장~야고보서 1장)
학생들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의 끝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반대를 끈기 있게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하면, 우리는
더욱 그분처럼 되고 의로움의 열매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배웠다. 학생들은 야고보서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지혜를 주심을 배웠다.

소개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타인에게 봉사하며,
영적으로 계속 깨끗하라고가르쳤다.

교수 제언
주:학생들은 이 단원에서 두 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히브리서 12장 9절과야고보서 1장
5~6절)을 배웠다. 학생들에게 다 같이 이 성구들을 읽거나 암송하게 하고, 각 성구에서
가르치는 교리들과 원리들을 설명하라고 해도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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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1:22~27
야고보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권하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전한 다음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최근에 멋진 청남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선교 사업을 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에 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가 하는 행위와 선택이 그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청남은 정말로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 하고 선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범법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그가 겪게 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도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면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며, 학업이나 세미나리에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참석했으나 몰몬경은 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비디오 게임과 소셜 미디어에 쏟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교 사업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7쪽)

• 여러분이 쿡 장로의 입장이었다면, 선교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 청남을 보고
어떤 걱정이들었겠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쿡 장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의 어떤 가르침이 청남에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야고보서 1장 23~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고도 자기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진리를 들은 후에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한 후에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들을 숙고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인지 평가해 보라고 한다. 이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거나 칠판에적는다.

• 나는 경전, 가정, 교회,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진리들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있는가?

•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진리를 행하겠다는 영적인 목표를 얼마나 자주 세우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그 목표를 성취하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그 목표를잊어버리는가?

•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있을까?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간증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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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야고보서 1장 26~2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 종교에 따라] 살 방법에 대해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경건하게, 즉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
드리며 살 수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27절에서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한 가지 예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를 … 돌보[는]” 것을 들었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뜻이다.

•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 주는 중요한 표현이 될 수있는가?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정결한 경건”을 보여 주는 일에서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에게 영감을주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주 동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거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두 가지 정도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생활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권한다.

다음 단원(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
학생들에게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가? (야고보서 2:15)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했는가? (야고보서 2:26) 야고보는 우리 지체 중 어느 부분이 “불”이며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말했는가? (야고보서 3:6)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야고보서 5:20) 베드로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학생들에게 다음 단원의
경전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권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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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2장
소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야고보는 또한 신앙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쳤다.

교수 제언
야고보서 2:1~13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을 편애하지
말라고 가르치다

무작위로 한 학생을 택하여 작은 선물을 준다. 반원들에게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그
학생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었다든지, 그 학생이 어떤 물건을 교실에 가져
왔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를 정해 그 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고말한다.

• 이런 대우를 보고서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기분이들었겠는가?

• 왜 사람들은 때로 편애를하는가?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던 때를 생각해 보고, 그
일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또한조셉 스미스 역,
야고보서 2장 1절(경전 안내서, scriptures.lds.org)도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경고했는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조셉 스미스 역,야고보서 2:1)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형편이나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홀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야고보는 편애에 대해 어떤 예를들었는가?

• 사람들의 형편이나 특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홀대하는 오늘날의 예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있는가?

야고보서 2장 5~7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가 부유한 사람들을 편애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꾸짖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신앙 면에서 부유하게 하고, 왕국을 상속받게 하셨다고 가르쳤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억압하고 주님께 맞서 신성모독을 범한 이들은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점을상기시켰다.

학생들에게야고보서 2장 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애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상기시켰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상기시켰는가?

• 왜 이 계명이 “최고의 법” (야고보서 2:8)으로 일컬어졌다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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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은 사람들이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한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구주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어떻게 모범이되셨는가?

학생들에게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누구를 떠올렸는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그런 후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구주의 모범을 따를 기회를 찾아보라고권유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 후에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며, 남들을 홀대하는 것에 비하면 몇 명을
편애하는 것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지 않느냐고반문한다.

•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찾아본다.

•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왜 심각한문제인가?

• 이 성구들에 나오는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단 하나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다.)

• 야고보서 2장 1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 중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 어떤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정결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를 범한 자”와 같아진다.[니파이전서 10:21참조])

•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살기에 정결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 이유는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희망은 있습니다.

크고도 영원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비의 계획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며 [앨마서
42:15 참조]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줍니다.]’[앨마서 34:15]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이사야 1:18 참조]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디모데전서 2:6],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베드로후서 1:11 참조]”(“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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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10절에서 찾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야고보서 2장 11~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10절에서 가르친 원리에 대한 예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남에게 긍휼[자비]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므로 긍휼을 베풀라고말했다.

야고보서 2:14~26
야고보가 우리의 구원에서 신앙과 행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한 청남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고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자신을 구원할 구주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기에 다른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말한다.

학생들에게 이 청남의 이런 믿음이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을했는가?

•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라고생각하는가?

야고보가 신앙[faith: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음—옮긴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잘못 이해했다.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works]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사용했다. 바울은
행함[행위]이라는 용어를 모세 율법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반면,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용어를 헌신의 행위 또는 의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사용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14절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비유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설명했다. 학생 두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둘 중 한 학생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구걸하는 거지 역할을 맡긴다. 다른 한 학생에게는 거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다. 또 다른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앞서 지명받은 두 학생들에게는 이 성구에 묘사된 대로 연기하라고한다.

• 구걸하는 학생을 그렇게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가? 그런 식으로 대하면
거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되겠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야고보서 2장 17~18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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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이 없는 믿음은 … 죽은 것이라”(17절)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 야고보가 든 거지의 비유는 이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 17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야고보서 2장 19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스스로 그들처럼 되었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가 어떤 예를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어떤 예를들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참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분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 행위만으로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되지 못하나,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5쪽)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란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그분을 믿는 것과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청남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라고한다.

• 신앙이 믿음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야고보서 2장 21~26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함으로
나타낸 두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용감한 여인 라합의
이야기는여호수아 2장 1~22절에나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던 때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거기에 구주에 대한 간증도 포함시키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행위를 통해
나타내 보일지도 함께 적어 보라고 격려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게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더 온전히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르라고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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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야고보서 2:17~18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 각각에게
작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준다. 종이 한 면에는 이 성구에 나오는 단어들을 적으라고
한다. 그런 다음, 종이의 다른 한 면에는 다음 문장을 적고 빈칸을 채워 보라고 한다.나는
___________(함)으로써 주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그분께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종이를 온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방법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서 목록을 만들라고 권한다. 목록에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복습할 수 있다. 그 목표들을 자주 떠올릴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종이를 두라고권한다.

제141과

833



제142과

야고보서 3장
소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대비해서 설명했다.

교수 제언
야고보서 3:1~12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치약을 하나 준비해 온다. 한 학생에게 치약을 모두 짜내라고 한다.(또는 학생들에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게 한다.) 다른 한 학생에게 짠 치약을 모두 다시 넣어 보라고 한다.
치약을 다시 넣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 후에, 다음을질문한다.

• 짜낸 치약은 어떻게 우리가 내뱉은 말과 같을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야고보서 3장 1~12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3장 2~4절과야고보서 3장 5절의 첫 번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문구는 우리가 모두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야고보는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설명한다.

•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묘사했는가?

칠판에 말의 고삐 그림과 배의 방향타
그림을 전시하거나 그리는 것을 고려해
본다.재갈[bit](3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쇠붙이로, 마부는 재갈에 연결된
고삐를 잡고 말을 부린다고 설명해 줘야 할
수도 있다.키[helm](4절)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이것을 사용하여
뱃머리를 돌릴 수있다.

• 야고보에 따르면,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둘 다
비교적 작은 크기면서도 더 큰 물체에
부착되어 그 물체의 방향을 조종하거나 제어하는 용도로쓰인다.)

• 야고보가 이 물건들을 혀,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비유한 것은 말의 힘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말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말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면, 행동을 조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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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3장 5절마지막
문장과야고보서 3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을 그 밖에 또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여기서나무[matter]라는 단어는 수풀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개역개정판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의 각주 2번참조)

• 야고보는 말을 그 밖에 또 무엇에비유했는가?

• 현명하지 못한 말을 하면 삶의 어떤 면을 “불사[를]”(6절) 수 있는지, 즉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6절에 나오는 “삶의 수레바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로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삶의 행로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가?

• 우리가 하는 말에 작은 변화를 주면, 우리 삶의 행로에는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가?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의 행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있겠는가?

몇몇 학생에게야고보서 3장 7~12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을 그 밖에 또 무엇에 비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말을 그 밖에 또 무엇에 비유했는가? (길들여야 하는 동물[7~8절참조],
“죽이는 독”[8절],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내[는]” 샘[11~12절], 무화과
대신에 감람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및 무화과를 맺는 포도나무[12절참조])

학생들이 이 성구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혀는 한결같이 사악하다거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의 일부가 파괴적이며, 심지어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후기 성도에게 이것은 냉혹한 비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지한 간증을 나누고 열의에 찬 기도를 드리며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는 음성은 또한 질책하고 비판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품위를 손상하며

고통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을 파괴하는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 적어도 이 한 가지, 즉 말로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써, 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새 방언, 즉 천사의 방언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온전한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처럼 오늘날의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큰 원리인 신앙,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영의 영향을 받은 말들로 인해
눈물이 그치고, 마음이 치유되며, 삶이 고양되고, 희망이 되살아나며, 자신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천사의 방언”,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6,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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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을 퍼뜨리지 않고 의로운 목적으로 말을
하고자 노력한다.)

• 후기 성도들이 사악한 목적을 위해, 또는 남들을 다치게 하거나 헐뜯기 위해 말을
한다면, 이것은 왜 심각한 문제가되는가?

• 좀 더 “온전”(야고보서 3:2)하게 말을 가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야고보서 3장 9~10절에서 찾은 진리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1. 여러분은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있다.

2. 여러분은 일요일에 성찬식에서 성찬 축복을 하는 제사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른
학생을 놀리기시작한다.

3. 여러분은 같은 와드나 지부의 다른 청녀에 대해 예전에 불친절하게 말했던청녀이다.

4. 여러분이 속한 팀원들이 욕을한다.

한 학생에게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깨끗하고
지적인 언어는 총명하고 건전한 정신의 증거입니다. 다른 이를 북돋워 주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훌륭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처럼 오늘날의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큰 원리인 신앙,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0쪽)

• 여러분은 누군가가 해 준 말로 사기가 진작되고 격려를 받았던 어떤 경험을
해보았는가?

• 여러분은 사람들을 북돋워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 노력하면서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학생들에게 말을 좀 더 조심히, 그리고 의로운 목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다음 한 주 동안 자신이 적은
것을 행하라고권유한다.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확인한다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은 학생들이 복음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 세운 목표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메모를 해 둔다. 목표를 실천하면서 경험한 일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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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3:13~18
야고보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대비하다
야고보서 3장 13~18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대비해서 이야기했다고 설명한다. 세상의 지혜는 “혼란”(16절)과 “다툼”(14절)을
가져오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긍휼이 … 가득하[다.]”(17절)

오늘 수업에서 가르친 원리들에 대하여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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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4~5장
소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구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악마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고난을 끈기 있게
견디라고 권고했다. 그는 병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야고보서 5:14) 한다고

가르쳤다. 야고보는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쳤다.

교수 제언

흥미롭고, 적절하며, 교화하는 수업
계속해서 교훈이 있는 수업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참석할 때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우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학생들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시 흥미와
열정을 품고 수업에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다시 오고 싶다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수업에서 충분한 영적 양식을 취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기꺼이, 심지어 그 시간을 갈망하며 수업에 오게 될 것입니다.”(Teach Ye Diligently,
[1975], 153–54)

야고보서 4장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악마를 대적하라고 권고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깝게 느끼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누구를 떠올렸는가? 왜 그 사람을 가깝게느끼는가?

• 어떻게 그 사람과가까워졌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 하나님과 강한 유대를 맺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축복이되는가?

학생들에게야고보서 4장을 공부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성도들이 세상의 욕망에 굴복한 것에
대해 그들을 꾸짖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4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어떤 유형의 우정에 대해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원수[enmity]라는 단어는 적대심 또는 증오를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형의 우정에 대해경고했는가?

• “세상과 벗된 것”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필요한 경우, 4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권고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친분을 맺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는 거짓 가르침, 불의한 욕망과 표준, 세상의 관습을 수용하거나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설명한다.)

• 야고보에 따르면,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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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야고보서 4장 6~8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하나님께 순종하면 악마를 대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학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야고보서 4:8)라는 야고보의 권고를 짚어 준다.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손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고 마음은 우리의 열망을 나타낼 수
있다고설명한다.

•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4장 9~12, 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더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9절)라는 문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더
하라고권고했는가?

• 17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무엇이 죄라고 가르쳤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다.)

•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왜 죄인것일까?

한 학생에게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의 하나가 태만의 죄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더 중한 바에 속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3:23 참조] 이것은 사려 깊고 관심을 보이는 행위를 할
기회를 지나쳐 버리고는 뒤늦게 자책하는 것입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농촌의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메리 핀린슨 할머니가
뜨거운 나무 난로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난로

옆에 있던 나무 상자가 비게 되면 할머니는 조용히 상자를 집어 들고는 밖으로 나가 밖에
쌓아둔 삼목 나뭇더미에서 나무를 담아서 그 무거운 상자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오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심했으며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사랑하는 할머니가 부엌 나무 상자를 채우시게 내버려두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부끄럽고, 제
온 생애 동안, 태만했던 것에 후회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율법의 더 중한 바: 심판과 자비와 신앙”,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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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스트 회장은 소년 시절에 어떤 선한 일을 소홀히 하였는가? 그 결과 그는 어떤
기분을느꼈는가?

•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태만의 죄”에 해당하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어떤 경험을 해보았는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기록해 보라고 한다.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학생들을격려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끈기 있게 고난을 견디라고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지시하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가 부유한 사람들이 부를 잘못 사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비난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 앞에 비참함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경고했다.

몇몇 학생에게야고보서 5장 7~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게한다.

• 7~8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라고권고하였는가?

• 10절에서는, 고난을 끈기 있게 견딘 사람의 본보기로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고했는가?

• 고난을 끈기 있게 견딘 본보기로 경전에는 어떤 선지자들이나오는가?

야고보서 5장 13~16절에서는 병든 사람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야고보의 권고가
실려 있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 “몸이 너무 안 좋아. 일주일 이상 계속 아팠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었는데 더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학생들에게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 줄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5장
13~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병든 사람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병든 사람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권고했는가?

•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가? (아픈
사람에게 신권의 권세로 베풀고 기름 부음을 하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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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인봉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병 고침”,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8쪽)

• 야고보는 신권의 권능 외에 또 어떤 것이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치유해 줄
것이라고 말했는가? (“믿음의 기도”[야고보서 5:15])

•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방법에 대해 야고보에게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원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몸이 아플
때, 우리는 신앙의 기도와 신권의 권능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이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유인물로 나눠 준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각 조에게 이 말씀을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옥스 장로는 신앙의 기도와 신권의 치유하는
권능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찾아보게한다.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신앙에 찬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종이 병
고침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신권 축복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바로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십 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훌륭한 소녀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뿐,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참되다는 점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병
고침”, 50쪽)

• 옥스 장로의 가르침은 신권의 치유하는 권능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신권 축복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신앙의 기도와 신권의 치유하는 권능으로 축복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그 경험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은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상기시킨다.)

15절에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주목한다. 신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겸손과 신앙이 요구되듯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겸손과 신앙이 요구된다.(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297–98참조)

제14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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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5장 17~20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열렬히 드리는 기도의 힘을 이용한
예로 선지자 엘리야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성도들에게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도우라고권고했다.

오늘 수업에서 가르쳤던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마친다.

제14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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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소개
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가?
베드로전서 전반에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는 구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고통과 핍박을 충실하게 견디며 그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난이나 고통은
베드로전서의 모든 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을 끈기 있게 견뎌 내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베드로전서
1:7, 9)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베드로는 또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
2:9)임을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이 서한에 적힌 베드로의 권고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망과 격려와 힘을 받을 수있다.

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는가?
이 서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베드로전서 1:1)이다. “베드로는 그의
부인과 함께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벳새다의 어부로 원래 시므온 또는 시몬(베드로후서
1:1)으로 알려져 있었다. …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마태복음 4:18~22;마가복음 1:16~18;누가복음 5:1~11) …

주는 [베드로]를 택하여 지상에서 왕국의 열쇠를 갖도록 하셨다.(마태복음 16:13~18) …

베드로는 그 시대의 선임 사도였다.”(경전 안내서, “베드로”, scriptures.lds.org)

베드로의 글은 평범한 어부였던 그가 위대한 사도로 성장했음을 증명해준다.

베드로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베드로는 주후 62년과 64년 사이에 이 첫 번째 서한을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바벨론”(베드로전서 5:13)에서 이 서한을 썼는데, 이 말은 아마도 로마를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것같다.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사망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하였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주후 64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Peter, Epistles of”참조)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로마제국의 다섯 개 지방의 교회 회원들에게 이 서한을
썼는데, 그 지방들은 현재의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다.(베드로전서 1:1참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을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베드로전서 1:2)을 받은 사람들로
여겼다. 그는 “믿음의 확실함”(베드로전서 1:7)을 시험받는 성도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불 시험”(베드로전서 4:12)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서한을 기록했다. 베드로는 또한 박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베드로전서 2:19~23; 3:14~15; 4:13참조)

당시는 교회 회원들이 받는 박해가 더 격심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기에 베드로의
권고는 아주 시의적절했다. 베드로가 이 서한을 쓴 시점인 주후 64년경까지는 일반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해 7월에 화재가 일어나
로마의 많은 곳이 파괴되었는데, 이내 로마 황제 네로가 방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재난과 관련한 비난을 피하고자, 일부 명망 있는 로마의 인사들은 방화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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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베드로전서 4:16),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알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다.(베드로전서 2:19~23; 3:15~18; 4:12~19참조)

베드로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서로를 대하라고
권고했다.(베드로전서 1:22; 3:8~9참조) 그에 더하여,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회중을 강화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있다.

이 서한에는 영의 세계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구원 사업에 대해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다.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
살았으나 불순종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
방문하셨다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베드로전서 3:18~20참조) 그는 죽은 사람들도 살아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판을 받을 기회를 누리도록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덧붙였다.(베드로전서 4:5~6참조) 우리 경륜의 시대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의미를 숙고하던 중에 영의
세계에 관한 교리를 명확하게 밝혀 주는 계시를 받았다.(교리와 성약 138편참조)

개요

베드로전서 1:1~2:10베드로가 성도들이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가능해진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베드로전서 2:9)

베드로전서 2:11~3:12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국가 당국과
법률을 따르고자 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특정 그룹으로 분류하여, 거류민[자유 시민],
사환[종], 아내와 남편들에게말한다.

베드로전서 3:13~5:14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시고 나서 승영을 얻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도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본다. 성도들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맡겨야한다.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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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과

베드로전서 1~2장
소개
베드로는 로마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하고자 이 서한을 썼다. 그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속받았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은
신성한 유산을 상기시켰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통을 견뎌 내라고 권고했다.

유의 사항: 제149과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 준비”
부분을 참조한다.

사전 준비
제149과에는 학생들이 편지를 받아 본다는 내용의 교수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수
제언을 사용할 것이라면, 수업을 하기 며칠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각 학생의 부모나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학생이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기쁨을 짧게 편지로 써 달라고 부탁한다. 편지를 모아 두었다가 제149과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각각 편지를 한 통씩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교수 제언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잠재적인 유산과 고난의 필요성을 가르치다
도가니 그림을 전시하거나 칠판에 그린다.
그런 후 도가니는 금속이나 다른 물질을
제련하는 용기이며, 제련한다는 것은
금속에 열을 가하고 녹여서 불순물을
없애고 최종 생성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교회 전역을 여행하면서 저는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시험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봅니다.”(“하이럼 스미스: ‘하늘 기둥처럼 굳건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9쪽)

• 밸라드 장로가 말한 “시련의 도가니”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삶에서 겪는
힘든 시련 또는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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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베드로는 시련의 도가니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강화하고 격려하고자 이 서한을
썼다고 설명한다.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베드로가 이 서한을 썼던 시기인 주후

64년경까지,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해 7월에 화재가 일어나 로마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자 로마의 몇몇 유력 인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그 결과 로마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친구와 이웃이었던
사람들에게서도 학대를받았다.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시련의 도가니를 겪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충실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소아시아(현대의 터키)의 로마 속주에
사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 즉 그들이 충실하게 생활할 때
특별한 축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임을 상기시켰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1장 3~5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들에게
장래에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함없이 충실히 생활한다면 성도들은 장래에 어떤 축복을
받게되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성도들이 장래에 주어질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6절에 나오는시험이라는 말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성도들은 장래에 주어질 축복의 약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크게기뻐하였다.)

• 3~6절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비록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축복으로 기뻐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시련을 겪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1장 7~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겪는 ‘신앙의 시련’(trial of faith: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됨—옮긴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신앙의 시련, 즉 시험을
무엇에비유했는가?

• 시험을 받는 신앙은 어떤 점에서 금과 같겠는가? (시험을 받는 신앙은 금처럼 귀하다.
그러나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없어질”[7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9절] 또한, 금은 불로 정제된다.
마찬가지로,시련을 충실하게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고
정제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앤더슨 장로는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겪는 동안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남을 수
있는지를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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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앨마서 1:25] 남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 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상고하며,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토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만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0쪽)

• 앤더슨 장로는 신앙이 시험받을 때 무엇을 하라고격려했는가?

•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성도들 중에는 종교적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1장 13~17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겪는 동안 충실히 견딜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간곡히 권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간곡히청했는가?

• 베드로의 권고는 성도들이 시련을 충실히 견디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1장 18~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충실하게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베드로가 어떤 진리들을 더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떤 진리들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에 나오는 진리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바칠 수 있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 예임되셨다.)

• 이런 진리들을 기억하면 성도들이 시련을 충실히 견디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학생들이베드로전서 1장에서 찾은 진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이나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시련을 견뎌 냈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침묵에 난처해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필요할
뿐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충실하게 남아 있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25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여 거듭나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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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2:1~12
베드로가 성도들의 책임을 강조하다
• 교회 회원들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다른가?

•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2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소망을 강화해 줄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살아 있는 돌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모퉁잇돌, 즉 토대와 같으시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8절)가 되시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 때문에 넘어진다는뜻이다.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2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충실한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충실한 성도들을 어떻게묘사했는가?

9절에 나오는소유가 된[peculiar]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의 번역으로, 구입했다
또는 보존했다는 뜻이며,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며,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그분께는 특별한 소유가 되거나 가치 있는 보물임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9~10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겪고
있던 성도들이 용기를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2장 11~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라고 간청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하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에서 임시로 살고 있었기에, 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불렀을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 11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말했는가?

• 12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말했는가?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관하여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범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한 학생에게 본부 청녀 회장으로 봉사했던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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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4쪽)

•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일조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분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받는 느낌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베드로전서 2:13~25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고통을 견디라고 권고하다
베드로전서 2장 13~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율법과
(그들을 박해하도록 조장했던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고 가르쳤다.(또한교리와 성약 58: 21~22참조) 그는 종으로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라고격려했다.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2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조언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조언했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2장 21~2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에 대응하신 방법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에 어떻게대응하셨는가?

• 21절에 따르면,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한 가지 이유는무엇인가?

• 고난을 견디어 내는 것에 관하여 21~25절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우리는 고난을 끈기 있게 견디어
냄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시련을 끈기 있게
견디어 내기 위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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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5장
소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한 거짓 고소에 반증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고 의롭게
생활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또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교수 제언
베드로전서 3:1~17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의로움으로 하나가 되고,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권고하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믿음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그렇게
하도록 부탁받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1957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출판업에서 종사하던 저는 텍사스 주 댈러스로 와서 사업자
총회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댈러스는 종종 ‘교회들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나서 저는 도시 외곽을 도는 관광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여러 교회들을 지나치면서 ‘왼쪽에 보이는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천주교 대성당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을 지나칠 때 운전사는 ‘저 건물이 몰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버스 뒤쪽에 있던 한 여성이 ‘기사님, 몰몬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운전사는 버스를 길가에 세우고 의자를 돌려 앉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제가
몰몬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저 빨간 벽돌 건물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뿐입니다. 승객 중에
몰몬에 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7쪽)

• 만일 여러분이 그 버스에 있었다면, 어떻게했겠는가?

•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은 왜 때로는 힘들 수있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3장 1~17절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침이 될 원리를 하나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전서 3장 1~11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의로운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라고 촉구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권고했으며, 회원들에게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라고권고했다.

한 학생에게베드로전서 3장 14~1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의롭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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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의롭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권고했는가?

• 15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말했는가?

• 여러분은 복음의 어떤 측면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고생각하는가?

15절에 나오는대답하다라는 단어는 “옹호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나누고 옹호하라고권면했다.

• 15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나누고 옹호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가? (여기에서두려움이란 말은 경건, 또는 경외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면
좋을것이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항상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항상
온유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 온유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나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칠판에 적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 학생에게 몬슨 회장이 버스 안에서
했던 경험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저는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알고 있거나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보기 위해 그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제가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결정할 때가 이르렀다면 이미 준비할
시간은 지나간 것이다’라는 격언이 진리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15분 가량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에 관한 간증을 승객들에게 나누는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저에게 간증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뻤습니다.”(“용감하게 홀로 서라”, 67쪽)

• 항상 믿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믿음이나 간증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감사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옹호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하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베드로전서 3:18~4: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라고 상상해
보게한다.

“저는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진리를 들을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도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지 못하게 한다면 불공평한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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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반원들 절반에게는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베드로전서 4장 6절과 함께베드로전서 4장 5~6절을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친 어떤 진리를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사람과 나눌
수 있을지 찾아보라고 한다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교수
제언을 참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다음 질문을한다.

• 현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성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초상화(복음
그림책[2009], 127번; 또한 LDS.org
참조)를 전시한다.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에프 스미스는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의미를 숙고하던 중에 구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한 계시와 시현을
받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사이에 그분께서 의로운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성역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종들을 조직하여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하셨다.(교리와 성약 138:1~11,
29~30참조)

•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따르면, 왜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에 따라 생활할 기회를 줌으로써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하기위해서이다.)

•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하여 베드로의 가르침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복음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앞서 나왔던 시나리오를 간단히 살펴본 후 다음 질문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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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을 보여
주는 증거가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19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므로, 즉 방지하므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촉구했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베드로전서 4:8참조) 베드로는 또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련과 비판 앞에서도 기뻐하라고가르쳤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돌보라고 권고하고
성도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으라고 격려하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대비해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자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지는 책임을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권고를주었는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2절)라는 말은 교회의 회원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억지로, 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했다. 그들은 회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3절)를 취하는 대신
모범이 되어야했다.

•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준 권고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야 한다.교회 지도자들은
사랑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베드로가 구주를 어떻게 칭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말해 보라고한다.

잃은 양을 메고 오시는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64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하고, 다음과 같이질문한다.

• 구주께서 이따금 목자로 묘사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어떤 특성과
속성이 교회 회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 교회 지도자가 보여 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또는 모범으로 여러분은
어떻게축복받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심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남으라고 가르쳤다. 베드로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확신시켰다.

제145과

853



학생들에게 자신을 영적으로 인도하며 돌보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따르라고 격려하면서 수업을마친다.

성구 익히기—베드로전서 4:6
학생들이 조상들을 위한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 질문을한다.

•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영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 여러분은 조상을 위해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느끼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조상에 대한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그 조상들을 대신하여 성전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찾으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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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29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29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진행할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를 일부만 주로 다룰 것이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야고보서 2~3장)
이들 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제자들은 사람들이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한다는 점과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점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의로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배웠다. 학생들은 말을 조심하는 것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말을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을
퍼뜨리지 않고 의로운 목적으로 말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날(야고보서 4~5장)
학생들은 야고보서의 이 장들을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병든 사람들은 신앙의 기도와 신권의
권능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셋째 날(베드로전서 1~2장)
베드로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우리는 비록 시련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으로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시련을 충실하게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고 정제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바칠 수 있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 예임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범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고난을 끈기 있게 견디어 냄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넷째 날(베드로전서 3~5장)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을 격려했던 내용에서 학생들은 다음을 배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항상
온유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복음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배웠다.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과 모범으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소개

사도 야고보는 참된 신앙의 정의에 대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몇몇 오해를 명확하게
바로잡았다. 그는 또한 신앙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가르쳤다.

855



교수 제언
야고보서 2:14~26
야고보가 우리의 구원에서 신앙과 행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치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한 청남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고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자신을 구원할 구주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그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것이기에 다른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말한다.

학생들에게 이 청남의 이런 믿음이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한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 어떤 질문을했는가?

•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라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야고보서 2장을 공부할 때 야고보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았음을
배운 것을 상기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라고 잘못 이해했다.야고보서 2장 14절의 맥락에서, 야고보는
행함[works]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용했다. 바울은
행함[행위]이라는 단어를 모세 율법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헌신의 행위 또는 의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사용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비유를 들어 분명히
밝혔다고설명한다.

학생 두 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둘 중 한 학생에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구걸하는 거지 역할을 맡긴다. 다른 한 학생에게는 거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다. 또 다른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5~16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앞서
지명받은 두 학생들에게는 이 성구에 묘사된 대로 연기하라고한다.

• 구걸하는 학생을 그렇게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잘못되었는가?

• 그런 식으로 대하면 거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되겠는가?

반원들에게야고보서 2장 17~18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거나 암송하면서 야고보가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야고보서 2장 17~18절이 성구
익히기 구절임을상기시킨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7절)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라고생각하는가?

• 야고보가 든 거지의 비유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 17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야고보서 2장 19~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야고보서 2장 19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스스로 그들처럼 되었나니 의롭다

가정  학습반  공과 :  29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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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가 어떤 예를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어떤 예를들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한다.

“참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그분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상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 행위만으로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되지 못하나, 정확한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야고보서
2:20)”(“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5쪽)

•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란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그분을 믿는 것과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청남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라고한다.

• 신앙이 믿음과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있겠는가?

야고보서 2장 21~26절에 대한 요약으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함으로 나타낸 두 사람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용감한 여인
라합의 이야기는여호수아 2장 1~22절에나온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던 때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거기에 구주에 대한 간증도 포함시키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행위를 통해
나타내 보일지도 함께 적어 보라고 격려한다. 몇몇 학생에게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게한다.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더 온전히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또한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르라고권한다.

다음 단원(베드로후서~유다서)
학생들에게 사람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에게다음 주 동안 베드로후서부터유다서까지를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은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것이라고
말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경건한 성품을 계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고가주어졌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29단원

857



베드로후서 소개
왜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숭고한
언어로 글을 썼다.”(History of the Church, 5:392)숭고하다는 말은 고원하고, 가치가
훌륭하며,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는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목격한(베드로후서 1:16~18참조)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키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얻고자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베드로후서 1:4~8참조) 그는 독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성장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베드로후서 1:10)을 굳게 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베드로는 지상에 쏟아질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큰 영광을 띠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재차 확인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eter, Epistles of”)
학생들은 베드로후서를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발전시키고, 좀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게 될것이다.

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임 사도인 시몬 베드로이다.(베드로후서
1:1참조)

베드로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이 서한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베드로가 주후

64년경에 베드로전서로 알려진 서한을 쓴 후에, 로마에서 이 서한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Peter, Epistles of”참조)

베드로후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베드로는 자신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베드로후서
1:1) 이 서한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는 베드로의 독자들이 베드로에게서 첫 번째 서한을
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시사한다.(베드로후서 3:1참조)베드로후서 1장
12~15절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이 편지가 작별 메시지가 될 것임을암시했다.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베드로전서와는 달리,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내부의 배도를 다루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베드로후서 2:1) 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고,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베드로후서 1:10) 굳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썼다.

베드로후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 서한은 첫 번째 서한을 보냈던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베드로후서 3:1) 이 서한은 죽음이 임박한 때에 쓰였다.(베드로후서
1:14)”(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Peter, Epistles of”) 또한, 이 서한에는
베드로의 가장 강력한 말씀과 마지막 간증이 담겨있다.

베드로후서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이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고 신성한 성품을 발전시키면,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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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베드로후서 1:8)
것이며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베드로후서 1:8) 될 것이라고약속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배도자들이 유포한 거짓 지식과 가르침에
대비시켰다.(베드로후서 2장참조) 베드로는 이 서한을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베드로후서 3:18)라는
권고를 마지막으로전했다.

개요

베드로후서 1장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베드로후서 1:10) 하라고 격려한다.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린다.
베드로는 자신이 “더 확실한 예언”(베드로후서 1:19)을 가졌다고말한다.

베드로후서 2장베드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 중에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 경고한다. 이 사악한 교사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의 도”(베드로후서 2:2)를 비방할 것이다. 베드로는 성약을 맺고 나서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가르친다.

베드로후서 3장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오실 것이며, 불로써 지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시며, 부지런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확언한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베드로후서 3:18)고권고한다.

베드로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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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1장
소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추구하라고 권유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베드로후서 1:10) 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또한,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주고, 경전은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교수 제언

학생들이 개종하도록 힘써 돕는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성신의 권능으로 학생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참되게 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We
Must Raise Our Sights” [CES conference on the Book of Mormon, Aug. 14, 2001], 2)

베드로후서 1:1~11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가르치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 (이 문장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마음속의 의지”,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74쪽)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회장)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짝과 함께 칠판에 적은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들을 토론해
보라고한다.

• 몬슨 회장이 말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미
있는 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서한을 썼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구주에 대한 간증에 변함없이 충실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가르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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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4절)라는 말은 무엇을의미하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1장 5~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발전시키라고 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찾은
속성을 칠판에 열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속성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언제 이런 신성한 속성을 보여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자기 생각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다음 미완성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내면에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
(할) 수있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구주의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킬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내면에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 왜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것일까?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성한 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또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10절)라는 말은 여러분이 현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확약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베드로는 이
약속을 “더 확실한 예언”[베드로후서 1:19; 또한교리와 성약 131:5
참조]으로지칭했다.)

•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부지런히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야 한다.현세에서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확약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신성한 속성을 한 가지 골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적어보게한다.

베드로후서 1:12~21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전을 가르치다
현재의 사도 중 최고령자 몇 명의 나이를 칠판에 적는 것을 고려해 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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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중에 아홉 명이 여든
살을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든다섯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4년 5월 4일];
broadcasts.lds.org)

• 일부 사람들은 왜 선지자와 사도들의 나이에 대해 비판하는것일까?

•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너무 고령이라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여러분은
어떻게대답하겠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1장을 계속 공부하면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구절을 다 읽으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대해 조셉 스미스 역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해 준다.
“이를 먼저 알아야 할지니, 경전에 나오는 어떠한 예언도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주어지지 않았느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선지자들은 성신을 통해 경전을 받는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경전이 무엇인지를 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경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에 의해 감동되었을 때 쓰고 말한
말씀들[이다.]”(경전 안내서, “경전”, scriptures.lds.org; 또한 교리와 성약 68:2~4 참조)
일부 경전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정경이란 “인정되고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스러운 책들의 모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정경은 신구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포함한 표준 경전을 일컫는다.”(경전 안내서, “정경”,
scriptures.lds.org)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경전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옥스 장로가 전하는 간증을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 [선지자] 채널은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경전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채널을 사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권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교통하는 채널”,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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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쓰고 말한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심어주는가?

다음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고대나 현대의 선지자들이 전한 경전의 말씀 중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은 그 경전 말씀을 통해 어떤 축복을받았는가?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도 경전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 가지 예를 나눌 수있다.

앞에서 옥스 장로가 전한 말씀을 다시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영의 인도에 따라 선지자와
경전이 실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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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2~3장
소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이라 믿는 의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주의 재림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교수 제언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것에 대해 경고하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사람들은 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것일까?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숙고하라고 한 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답을 발표해 달라고한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2장을 공부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속임수를 파악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는 누가 성도들을 속이려 한다고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누구에 대해경고했는가?

•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멸망하게 할 이단”(1절)이란
거짓되고 해로운 가르침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는지에 관하여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표리부동한
기만자라고 공언하며, 첫번째 시현이 실제 경험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몰몬경과 다른 공식 경전들이 고대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려 하며,
하나님이 성임과 지지를 받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오늘날에도 계속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경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리, 즉
결혼의 신성을 보호해 주는 교리, 가족의 신성함, 그리고 개인의 도덕에 관한 필수적인
교리를 변경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통과 간음과 동성애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의 재정의를
주창합니다.”(“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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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우연히 접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을 파악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유익이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4~17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과거에 거짓 교사들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몇 가지 예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또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도 들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행동을묘사했다.

실물 공과
학생들이 복음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효과적인
실물 공과는 학생들이 성구를 마음속으로 그려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물 공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낚싯대와 미끼 실물을, 또는 그 그림을
전시하거나 칠판에 그린다. (이것보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낚시 방법이 따로
있다면, 그 방법을 보여 주는 실물이나
그림을사용한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는 한 가지 방법은
미끼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어량으로
유인하거나 낚싯바늘을 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떻게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2장 18~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고 그들을 어떻게 꾀어내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거짓 교사들은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
꾀어내고 속이는가? (몇몇 거짓
교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이라고설명한다.)

• 어떤 점에서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가르침은 낚시용 미끼와같은가?

• 19절에 따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자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명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더 큰 자유를
얻는다고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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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적은 진리에 이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든다.거짓 교사들은 죄가
더 큰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믿도록 우리를 속이려한다.

학생들에게 19절을 다시 조용히 읽으면서, 거짓 가르침을 믿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거짓 가르침을 믿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그
가르침과 죄의 노예가된다.)

• 겉으로는 자유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속박으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2장 20~2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죄에서 벗어난 후 다시 죄를 범하는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20절)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생각하는가?

• 죄를 짓던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재림을 증거하다
베드로는 이 서한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고 설명한다.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재림을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음을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 많은 사람이 재림을 믿지 않는데도 자신은 왜 재림을 믿는지를 설명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3장 10~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12절에 나오는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준다.

• 10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 무엇을가르쳤는가?

• 11~14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권고했는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영위한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14절]) 되도록 부지런히 힘써노력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14절)라는 문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주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될것이다.

• 여러분은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하여 베드로가 가르친 원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우리는 경건하게
생활하고 구주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림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서 “기다림”이란 말은 우리가 구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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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3장 15~18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가 악에 빠지는 것을 경고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18절)권했다.

베드로후서 2~3장에서 가르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 마친다. 학생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알아보고 피하며, 재림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라고권고한다.

제14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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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소개
왜 요한1서를 공부하는가?
이 서한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배도의 영향력이 위험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어둠과 함께하지 말고 안전한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머물라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요한1서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더 잘
식별하고, 요한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한1서를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자녀 하나하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내놓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보이셨다.

누가 요한1서를 기록했는가?
“저자는 이 세 서한 중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해 오는 바에
따르면” 최초의 십이사도 중 하나였던 “요한이 이 서한들을 썼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John, Epistles of”)

세 개의 요한서를 쓴 저자는 부활하신 구주를 목격했으며, 따라서 그는 분명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요한1서 1:1~4; 4:14참조)

요한1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요한1서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주후 1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 쓰였을것이다.

요한은 초창기에 많은 시간을 팔레스타인에서 보냈으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팔레스타인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곳이 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살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떠났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은 주후 70년과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이 서한을 썼을것이다.

요한1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1서의 독자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을 보면 요한은 믿는 자들(요한1서
1:3~4; 2:12~14참조), 아마도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서한을 썼던 것 같다. 몇몇 사료에 따르면, 요한은 주후 1세기 후반에 그 지역에서 살면서
성역을 베풀었던 것으로추정된다.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그 지역의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요한1서
2:18~19, 22, 26; 4:1참조), 교회 안에 배도가 번지고 있었다. 당시에 특히 인기를 얻고
있었던 철학은 가현설[Docetism, 도세티즘]이었다. 가현설은
그노시스주의[Gnosticism]로 알려진 좀 더 큰 사상 운동의 일부분이었다. 여러 형태의
그노시스주의가 주장하는 핵심 가르침은 영은 전적으로 선하고, 육신을 포함한 물질은
전적으로 악하다는것이었다.

그노시스주의 추종자들은 구원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는 영이 육신을 의미하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특별한 지식(영적 인식[gnosis])을 통해
얻어진다고믿었다.

가현설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영적 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셨다는 개념을 부인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불멸하며,
모든 것을 아시고,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믿었으며, 물질적인 세상과 육신을 부정하고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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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기에 그분은 인간이 겪는
한계를 경험하실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며, 실재하는 몸에 존재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고통을 겪거나
죽거나 눈에 보이는 부활체로 살아나거나 하지도 않으셨으며, 다만 그런 것들을 하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가현설[Docetism, 도세티즘]은 “~로 보이다” 또는 “~로
여겨지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dokeō에서파생되었다.

요한1서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논박했으나 그런 가르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져서
교회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가르침과 더불어 기타 여러 거짓 교리는
대배도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되었다.

요한1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부활하신 구주를 본 특별한
목격자였다. 요한은 이 서한의 서두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져 보았다고 선언했다. 요한은 이 증언에서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라]”(요한1서 1:3)라고 권고했다.
요한1서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역설했다.(요한1서 4:20~21참조)

개요

요한1서 1~3장요한이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유대를 맺고,
그분처럼 된다고 가르친다.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은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나타난다.

요한1서 4~5장요한은 성도들에게 교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부를 분별해야 한다고
격려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 고통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것이다.

요한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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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소개
요한은 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유대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한은 또한 교회 회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상기시켰다.

교수 제언

구주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구주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도록 노력하라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교사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 더 훌륭한 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과
목표와 방법들을 분석한 뒤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비교하여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Teach Ye Diligently, rev. ed. [1991], 22)

요한1서 1~5장
요한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칠판에배도라는 단어를 쓴다. 학생들에게 각자 짝을 마주
보고서배도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한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배도의 정의를 적어 보라고 한다. 그 정의에는배도가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나타나야 한다.(경전 안내서, “배도”, scriptures.lds.org참조)

사도 요한은 교회가 배도로 위협받던 시기에 요한1서를 썼다고 설명한다. 요한은 이
서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고했다.(요한1서 2:18~26; 4:3참조)
적그리스도란 “구원의 참된 복음 계획을 가장하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택하신 종들의 권세와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을 말한다.(경전 안내서,
“적그리스도”, scriptures.lds.org)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일부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육신이 없으셨으며 그저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고가르쳤다.

한 학생에게요한1서 1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이 거짓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 뭐라고 증언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생명의 말씀”(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설명한다.

• 요한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없으셨다는 그릇된
개념을논박했는가?

• 3~4절을 보면, 요한이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스러운 증언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기를 바랐다. 그는 또한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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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귐을 누린다는 표현은 신뢰 관계, 영적 교감, 공통의 목적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받고 따를 때 그들과 사귐을 누릴
수있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적는다.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 수있다.

• 여러분은요한1서 1장 3절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하나의
원리가 되도록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의 말을 사용하여 칠판의 문장을 다음
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완성한다.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

교회의 현재 회장과 그 외 선지자와 사도들의 사진을전시한다.

•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1서 1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유대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유대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무엇인가?

요한이 사용한어둠이란 단어는 영적 어둠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영적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1서 1장 7~10절과 2장 1~6절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가르친 진리 중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빛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요한1서 2장 2절에 나오는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속죄 희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을 각자 조용히, 또는 짝과 함께, 또는
소그룹으로 공부해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이 성구들에서 어떤 진리들을 찾았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도
좋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포함될 것이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완전해진다고생각하는가?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두 명의 후기 성도 청소년에 대한 다음 서술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학생들에게 이 두
청소년이 어떤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들어보라고한다.

1. 한 청남은 매일 경전을 읽고 자신의 신권 의무 중 많은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만,
자신의 남동생에게는 이따금씩 불친절하게행동한다.

2. 한 청녀는 교회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청녀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무례한 말을 소셜 미디어에 자주올린다.

• 이 두 청소년은 어떤 계명에 순종하지못하는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타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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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생에게 다음 성구들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요한1서 2:9~11;
4:7~11, 19~21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 성구들에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가르침에
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 사랑에 관한 요한의 가르침 중 어느 점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무엇일까?

요한은요한1서 4장 20절에서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워하는 것 외에도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런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1서 3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내야한다.

•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타인에게 사랑을 보이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나타내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좀 더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을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게 사랑이나 친절을 보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사랑을 보일 때 지나치게 공을 들일 필요는
없으며, 사랑과 친절을 보이는 작고 단순한 몸짓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그 종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적은 내용을 실천하라고한다.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요한1서 2:6; 3:1~3참조) 학생들이 요한1서를 공부하면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에게 이 진리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고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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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2서 소개
왜 요한2서를 공부하는가?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서한에서 교회 내에 영향력을 끼치는 배도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그는 복음에 굳건하고 충실하게 남은 교회 회원들에 대해 느끼는 기쁨도
표현했다 (요한2서 1:4참조) 그의 말에는 주님께 충실히 남아 있는 성도들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드러난다. 학생들은 요한2서를 공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충실히 생활하라는 요한의
권고에서 힘을 얻을것이다.

누가 요한2서를 기록했는가?
저자는 자신을 “장로”(요한2서 1:1)로 언급했으며, 전해 오는 바에 따르면 최초의
십이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이 서한을 썼다.(경전 안내서, “요한의 서한들”,
scriptures.lds.org참조)

요한2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요한2서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려지지않았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전언이 맞다면, 그는 주후 70년과 100년 사이에
그곳에서 이 서한을 썼을것이다.

요한2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요한2서 1:1)에게 쓴 서한이었다. 요한이
쓴 이 서한의 대상이 실제 그의 가족인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 전체를
비유하여 말한 것이었는지는 알려지지않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요한2서와 요한3서가 요한이 자신의 직계
가족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라고 기록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409–10, 412–14참조)

또 다른 가능성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문구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회중을
가리킨다는 것이다.(요한2서 1:13참조)교회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여성형으로,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에베소서 5:25~27, 32;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12:1~3, 7[경전 안내서에 있음];요한계시록 19:7~8참조)

요한은 분명히 요한1서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글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이 서한을 썼다. 그는 그리스도께는 육신이
없었다고 가르치는 회원들을 자신의 집으로나, 회중에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요한2서 1:7~10참조)

요한2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이 서한에서 요한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고조언했다.

개요

요한2서 1장요한이 교회 회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상기시킨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속이는 자들을 경고하고,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회중 속에
남아 있게 하지 말라고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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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3서 소개
왜 요한3서를 공부하는가?
이 짧은 서한에서, 요한은 교회 지도자들을 모반하던 시기에도 충실함을 잃지 않은 교회
회원 가이오를 칭찬했다. 학생들은 요한의 가르침들을 통해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난
배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충실히 따르도록
영감을 받을 수있다.

누가 요한3서를 기록했는가?
저자는 자신을 “장로”(요한3서 1:1)로 언급했는데, 전언에 따르면 그는 사도요한이다.

요한3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요한3서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려지지않았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전언이 맞다면, 그는 주후 70년과 100년 사이에
그곳에서 이 서한을 썼을것이다.

요한3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3서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였다. 요한은 가이오가 여러
지역을 다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대업에 이타적인 헌신을
보여 준 점을 칭찬했다.(요한3서 1:5~8참조)

요한은 또한 가이오에게 교회의 현지 지도자로 추정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
경고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 외 교회 역원들을 공공연히 반대했으며, 그들을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맞이하려는 지역 교회 회원들을 만류하기까지 했다.(요한3서 1:9~10
참조) 요한은 가이오에게 계속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자신이 곧 가이오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요한3서 1:11~14참조)

요한3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요한3서에는 요한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는 배도를 염려했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사람들을 사랑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기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한3서 1:4참조)

개요

요한3서 1장요한이 가이오의 충실함을 칭찬하고, 요한과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을
반대했던 한 지도자에 대해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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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과

요한2서~요한3서
소개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또한 가이오의 충실함을 칭찬했다.

주: 이번 과에는 요한3서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부모나
교회 지도자에게서 편지를 받는 교수 제언이 있다. 이 교수
제언을 사용하려면, 수업을 하기 며칠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각 학생의 부모나, 필요하다면 교회의 현지
지도자에게 그 학생이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기쁨을 짧게 편지로 써 달라고
부탁한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가르치는 날에는 각 학생에
대해 부모나 교회 지도자에게서 받은 편지가 한 통씩
있어야 한다.

교수 제언
요한2서
요한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다
학생들 대부분이 잘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의 이름을말한다.

• 그 선수는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하겠는가?

• 그 선수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후에 체육관에 더는 가지도 않고, 불량
식품을 먹고, 텔레비전에 푹 빠져 지내고, 계속 비디오 게임만 하고, 해로운 물질까지
취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학생들에게 성공한 운동선수가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은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통해 얻은 축복들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에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요한2서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교회 회원으로서 받은 축복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를 찾아보라고한다.

요한2서 1장 1~4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사도 요한은 이 서한의
서두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언급했다. 이들은 교회의 특정 여성
회원과 그녀의 자녀들을 직접 언급한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 회중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2서 1장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어떤 계명을 상기시켰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떤 계명을상기시켰는가?

한 학생에게요한2서 1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왜
요한이 교회 회원들에게 계명을 “따라 행하[라]”(요한2서 1:6), 즉 계명에 순종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왜 요한은 교회 회원들에게 계명에 순종하라고권고했는가?

• “미혹하는 자”(7절)는 무엇을가르쳤는가?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요한이 이 서한을 썼을 당시, 가현설이라고 하는 철학이 인기를
얻고 있었다. 가현설[Docetism, 도세티즘] 신봉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한
분이어서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필멸의 인간이 겪는 기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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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저 필멸의 인간이 행하거나 경험하는 것들을 그분의 영이 행하는
것처럼보였을뿐이었다는 결론을내렸다.

• 복음의 진리들을 부정하는 현대의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 그런 가르침들은 왜 영적으로위험한가?

한 학생에게요한2서 1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교회 회원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고일한다[wrought]는 수행했다, 또는 얻었다는 뜻일 수
있다고설명한다.

• 6~8절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들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미 받았거나 받고 싶은 복음의 축복들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열거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적은 내용을 반원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칠판에쓴다.

•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복음의 축복들을 얻고 계속 누리는 데 어떻게
지장을주는가?

한 학생에게요한2서 1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훈[doctrine] 안에 거하는, 즉 복음 안에 가까이 머물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하게 되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성신을
통해서라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 복음 안에서 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복음을 통해 받은 축복들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좀 더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 가지 적어 보라고한다.

요한2서 1장 10~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서한을 읽게 될 성도들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나타냈다.

요한3서
요한이 가이오의 충실함을 칭찬하다
작은 조약돌 하나와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그릇 하나를 교실에 가져온다. 한 학생에게
어떠한 잔물결도 일으키지 말고 조약돌을 물속에 떨어뜨려 보라고한다.

• 물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것은 왜불가능한가?

•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 외에 또 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있는가?

제149과

876



요한3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충실한 교회 회원에게 편지를
썼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3서 1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가이오의 모습에서 요한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4절에 나오는자녀들이란 요한이 복음으로
개종하도록 도운 교회 회원들을 가리킬 것이라고설명한다.

• 복음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가이오의 모습은 요한에게 어떠한 영향을주었는가?

• 복음대로 생활할 때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 성구들에서
찾은 진리를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내겠지만,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복음대로 생활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복음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을 느꼈던 적은언제인가?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여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면, 이 진리에 대한
실례를 더 들어 보이기 위해 이 시점에서 그 편지들을 나누어 준다. 각 학생은 부모나 교회
지도자에게서 온 편지를 한 통씩 받아야 하며, 그런 후 학생들에게 그 편지를 읽을 시간을
주어야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적절하게 권유할 방법들을 찾는다. 각 학생의 부모나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부탁하면 모든 학생, 평소에는 망설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3서 1장 5~14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순회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을
기꺼이 영접한 가이오를 칭찬하고, 요한과 그의 동반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디오드레베라는 현지 지도자를 비난했다고설명한다.

오늘 수업에서 찾은 진리들을 복습한다. 이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학생들에게 그
진리들을 삶에서 적용하라고한다.

제14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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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소개
왜 유다서를 공부하는가?
유다서에는 초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배도의 위력이 설명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서한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신앙에서 등지게 하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고 신앙에
충실히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될것이다.

누가 유다서를 기록했는가?
이 서한의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유다서
1:1)라고 밝힌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형제인 유다이다.(마태복음 13:55;마가복음 6:3; 경전 안내서, “유다”,
scriptures.lds.org참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존경받던 교회 회원이었음이
분명하며,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사도행전
1:13~14;고린도전서 9:5참조) 유다의 신권 직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서한은 그가 권고의 편지를 쓸 정도의 직분에 있었음을시사한다.

유다서는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유다서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서한이 정말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것이라면, 작성 시기는 주후 40년과 80년 사이로 볼 수있다.

유다서는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유다서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성결케 되고(are sanctified by God the Father]’로 되어
있음—옮긴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유다서 1:1)에게 보낸
것이었다. 유다의 말에 따르면, 이 서한의 목적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과 부도덕한 관행을 조장하는 사악한 교사들에 맞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유다서 1:3)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한것이었다.

유다서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유다서는 신약전서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기록 중 하나이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이다. 유다는 “자기 지위[흠정역
성경에는 ‘자신들의 첫째 지체(their first estate)’로 되어 있음—옮긴이]를 지키지
아니[한] … 천사들”(6절; 또한아브라함서 3:26참조), 모세의 시체[몸]를 두고 미가엘과
루시퍼가 대결한 일(9절), 구주의 재림에 관한 에녹의 예언(14~15절; 또한모세서
7:65~66참조)에 대해기록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유다서의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기록했다.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유다만이 전세의 생활이 우리의 첫째 지체였다는 개념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전세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개념을 고스란히 보존해두었다.

유다를 통해 우리는 미가엘과 루시퍼가 모세의 몸을 놓고 벌인 논쟁과 관련한 일부분의
지식을 얻게된다.

오직 유다만이 인자의 재림에 관하여 에녹이 남긴 영광스러운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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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적대하는 이들, 그리고 부도덕한 이교도 숭배를 하고
순결의 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랄한 것이다. 그는 그와 같이 부패한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설명했다.

개요

유다서 1장유다가 교회 회원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다서 1:3)라고
권고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 살며시 들어와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사악한
관행을 조장한다고 설명한다. 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심판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신앙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유다서 1:21)라고권고한다.

유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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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소개
유다는 교회 회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맞서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고했다.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서술하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라고 권고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부형제이다.(마태복음 13:55
참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존경받던 교회의 활동
회원이었음이 분명하다.

교수 제언

주님과 영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
청소년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책임이 힘들고 버겁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며,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모로나이서 7:33 참조) 또한 성신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복음 진리를 적용하도록 그들에게 속삭임을 전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앨마서
24:8; 교리와 성약 50:14 참조)

유다서 1:1~19
유다가 교회 회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맞서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고하다

다음에 나오는 각 시나리오를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각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1. 한 친구가 동성 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올린다.

2. 한 이웃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임을 알게 된다. 그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몰몬경을
읽어 보았으며, 그것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말한다.

3. 학교 토론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외설물을 보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며 보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고주장한다.

•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있겠는가?

한 학생에게유다서 1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다가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서 유다는 교회 회원들에 무엇에 대해경고했는가?

당시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악한 의도로 교묘하게 교회에 가입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부패하고 부도덕한 관행을 조장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실 것이므로 은혜의 교리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완전한 허가증이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몇몇 진리들을 거부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4절)라는 문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래 전에 기록되었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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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는 이 사람들이 퍼뜨리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관행과 관련하여,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했는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3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 율법, 의식을 말한다고설명한다.

•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관행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는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을 것이다.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관행에 맞서 힘써 싸워야 한다.)

•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친절하거나 위압적이거나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앨마서 38:12;제3니파이 11:29참조])

• 어떻게 하면 논쟁하지 않고도 복음을 위해 싸울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앞서 언급했던 상황들을상기시킨다.

• 이런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관행에 맞서 복음을 위해 싸울 수있을까?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전한 다음 일화를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이 일화에 나오는 청녀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싸웠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최근에 저는 미국에 사는 한 월계반 청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인용하겠습니다.

‘작년에 친구 몇 명이 페이스북에 결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했고 후기 성도 청소년 여럿이 그런 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한 신념을 사려 깊은 방식으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아래 저는 “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믿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거의
곧바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기적이야.” “넌 네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저를 노예 주인에 비유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인 한
훌륭한 친구마저도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대가 변한 걸 알아야지.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너도 그래야 해.”’

그 청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맞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때로는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홀로 서야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영적인 회오리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9~20쪽)

• 이 청녀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싸웠는가?

•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웠던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배웠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르라고권유한다.

제15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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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1장 5~7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유다는 이 반역적인 교회
회원들을 하나님을 모반하여 그분의 심판을 받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 비유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언급했다. 유다는 또한 반역적인 교회 회원들을 “자기 지위[첫째 지체]”
곧 전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반하여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난 자들에도
비유했다.(유다서 1:6; 또한아브라함서 3:22~26참조)

칠판에 다음 제목을 적는다.거짓 교사의특성

유다서 1장 8~16절에서, 유다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 안에서 부패한 철학과 행위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그들에게 있는 여러 특성들을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그
예를 들기 위해유다서 1장 12절에 나오는 문구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언급한다.

•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물 없는 구름과 열매 없는 과실나무와같은가?

학생들을 서너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학생들에게 그룹원들과 함께유다서 1장 8, 10,
14~19절을 읽으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 그 밖의 다른 특성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에 표시할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한다. “마지막 때”(18절)는 유다가
살았던 시기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를 말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할 수도있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찾은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한 가지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적을 것이다.(학생들이 각자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서술들을 활용해야 할 수도있다.)

거짓 교사의 특성

부도덕한 행위로 육체를 더럽힌다.(8절)

권한을 받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영광[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한다.(8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10절)

자신이 아는 육욕적인 지식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멸망한다.(10절)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15절)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한다.(15절)

원망하고 불평한다.(16절)

정욕대로 행한다.(16절)

자랑한다.(16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아첨한다.(16절)

주님의 교회와 그 표준을 조롱한다.(18절)

믿는 자들에게서 스스로를 분리시킨다.(19절)

육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19절)

영을 지니지 못한다.(19절)

• 영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칠판에 열거한 특성들을 보이게되는가?

• 거짓 교사의 특성을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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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특성을 한 가지 이상을 보인다고 해서, 또는 뭔가를 틀리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유다가 말한 거짓 교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그 사람은 단순히 어떤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을 알 때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조장하여 신앙심과 순종심을 약화시키려 하는 거짓
교사들을 더 쉽게 알아볼 수있다.

학생들에게유다서 1장 17~18절을 조용히 살펴보라고한다.

• 교회 회원들은 이미 누구에게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들었었는가?

•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맞서 싸우도록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아야 한다.사도와 선지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순종심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도록 돕는다.
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밸라드 장로의 말씀이 이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조차
그들의 기만의 희생자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4쪽)

• 이 진리를 고려해 볼 때,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왜 중요한일일까?

•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고한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유다서 1:20~25
유다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도우라고 권고하다
칠판에 다음 미완성 문장을 적는다.우리는 …으로써 신앙에 충실히 남을 수있다.

한 학생에게유다서 1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신앙에 충실히 남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 20~21절에 따라, 여러분은 칠판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겠는가? (학생들이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움으로써 신앙에 충실히 남을 수 있다.)

• 20~21절에 나오는 유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세울 수있는가?

• 신앙에 충실이 남는 것은 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일인가?

•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유다의 권고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어떻게
신앙에 충실히 남을 수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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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유다의 권고를 더 잘 따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경전 학습 일지나 수업
공책에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적은 내용을 적용하라고격려한다.

유다서 1장 22~25절에 대한 요약으로, 유다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설명한다.

오늘 수업에서 토론한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며마친다.

성구 익히기 복습
각 학생에게 서로 다른 성구 익히기 구절을 하나씩 배정해 준다. 학생들에게 배정받은
성구 익히기 구절에 담긴 교리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들의 실생활 속의
상황을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 적고 나면, 종이를 걷는다. 몇 가지 상황을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각 상황에서 그 성구 익히기 구절에 담긴 교리와 원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할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몇 개는 다음 주 동안 수업을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소개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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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베드로후서~유다서(30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베드로후서~유다서(30단원)를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령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박해와 시련과 배도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 서한을 썼다. 학생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지자들은 성신을 통해 경전을 받으며 거짓 교사들은 죄가 더 큰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믿도록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학생들은 또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구주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림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둘째 날(요한1서)
요한1서에서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배웠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다음 원리도 배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셋째 날(요한2서~요한3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낸 다른 두 서한에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배도에 관하여 계속해서 염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은
이런 서한에서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복음대로 생활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모든 종을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한다.

넷째 날(유다서)
학생들은 유다가 격심한 반대를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을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관행에 맞서 힘써 싸워야 한다. 또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우리의 신앙과 순종심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도록 돕는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움으로써 신앙에 충실히 남을 수 있다.

소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추구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도록 권유했다. 그는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베드로후서 1:10) 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었다.

교수 제언
베드로후서 1:1~11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가르치다
주:다음 원리와 경전 구절들을 토론할 때, 성전의 의식 및 교리와 관련된 주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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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문장을 칠판에 쓴다. (이 문장은 다음 자료에 나온다.
“마음속의 의지”,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74쪽)

“우리의 임무는 최고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회장)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 준다. 짝과 함께 칠판에 적은 문장을 읽고 다음 질문들을 토론해
보라고한다.

• 몬슨 회장이 말한 “최고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최고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우리가 최고의 우리 자신이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무엇인가?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최고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한 가지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대한 요약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미
얻고도 죄악을 행하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을 교회 회원들에게 이
서한을 썼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구주에 대한 간증에 변함없이 충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가르쳤는가?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 1:4)라는 말은
무엇을의미하는가?

학생들에게베드로후서 1장 5~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발전시키라고 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찾은
속성을 칠판에 열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속성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구주께서 언제 이런 신성한 속성 중 하나를 보여 주셨는지 실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 몇 명에게 자기 생각을 반원들에게 발표해 달라고한다.

다음 미완성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내면에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
(할) 수있다.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구주의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킬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칠판에 적은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내면에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다.)

• 왜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베드로후서 1장 10~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신성한 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또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3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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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10절)라는 문구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약을 이생에서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베드로는 이 약속을 “더 확실한 예언(a more sure word of
prophecy)”[베드로후서 1:19]으로 언급했다. 또한,교리와 성약 131편
5절을참조한다.)

• 우리가 신성한 잠재력을 부지런히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현세에서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확약받을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반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온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이 떠올린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을발전시켰는가?

• 그들의 노력과 속성은 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되었는가?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도 좋을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신성한 속성을 한 가지 골라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적어 보게한다.

다음 단원(요한계시록 1~11장)
학생들에게 묵시록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이는 그리스어로 “드러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시현을 묘사했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을 포함하여 미래 사건들에 관한 다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요한의 시현 중 많은 부분에는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선이 악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 주는 상징들에
유념하라고 말해준다.

가정  학습반  공과 :  30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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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소개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한계시록 1:1)로, 묵시록[Apocalypse]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는 그리스어로 드러냄, 덮개가 열림, 또는 감춘 것을 보여 줌을
의미한다.(경전 안내서, “요한계시록” 또한 “시록”, scriptures.lds.org참조)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의 권세와 권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서 주님이 맡으신 탁월한 역할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재림과
복천년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밝혀준다.

학생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께서
지구 역사상 모든 시대, 특히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의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구주에 대한 간증에 충실히 남도록 이끌것이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다. 몰몬경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쓰도록 예임되었음을 증명한다.(니파이전서 14:18~27;
이더서 4:16참조)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가르침과 무관심, 격심한 박해에 처해 있던 시기에
쓰였다.(요한계시록 1:9; 2:4, 10, 14~15; 3:16; 6:9참조) 이런 박해는 아마도 주후 1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로마제국 관리들이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에게해의 밧모 섬에서 이 책을 썼다.(요한계시록
1:9참조)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은 그 당시의 성도들과(요한계시록 1:4, 11참조) 이 후기의 성도들을 위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썼다.요한계시록 1~3장은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일곱 지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요한계시록 1:4, 11; 2~3장참조) 격렬한 박해에 시달리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힘을 북돋워 줄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선지자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 사도 [요한을] 성임하사”(니파이전서 14:25) 세상의 끝에
관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의 말은 후기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증언했다.(니파이전서 13:20~24, 38; 14:19~27참조)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요한계시록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가장 명백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342) 이 책은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와 상징들이 가득하지만, 그 주제는 단순하고도고무적이다.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요한계시록 2~3장참조)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했다.(요한계시록 4~22장참조) 요한계시록에는 경전에서 전세의 천국 전쟁이
기술된 몇 안 되는 성구 중 하나가 실려 있으며(요한계시록 12:7~11참조), 세계 역사에
대해 영감으로 받은 개관이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후기와 복천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 지구 역사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멸망,

888



지구가 결국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약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책은 “선이
악에 대해, …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Revelation of
John”)이라고설명한다.

개요

요한계시록 1~3장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현을 본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각각에 대한 메시지를 쓴다. 그 내용은 각 지부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칭찬과
훈계, 약속을포함한다.

요한계시록 4~11장요한이 해의 왕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시현을 본다. 요한이 일곱 인을 각각 떼는 것과 관련한
여러 시현을 본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전쟁, 재앙, 그 밖에 후기에 있을 여러
사건을본다.

요한계시록 12~16장요한이 전세에 있었던 천국 전쟁과 지상에서도 그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시현을 본다. 그는 악의 세력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 한다고
가르친다. 마지막 날에 복음이 천사의 성역으로 지상에 충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질것이다.

요한계시록 17~22장영적 바벨론이 지상 곳곳으로 퍼질 것이다. 의로운 성도들이
집합하고 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지지자들은 애통해할 것이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사탄이 묶이고, 복천년이 시작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구는 해의 영광을
받을것이다.

요한계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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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과

요한계시록 1장
소개
요한은 밧모 섬에 머무는 동안 일곱 교회의 회중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묘사하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전하신

것들을 증거했다. 요한은 또한 자신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현을 자세히 기록했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1:1~11
요한이 자신의 시현을 증거하다
수업을 하기 전에, 교실 앞에 있는 탁자나 의자 위에 물건을 하나 놓아둔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둔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몇 차례 추측하고 나면, 한 학생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덮개를 살짝만 들어 올려 혼자만 그 물건을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물건을 반원들에게 묘사해 보라고한다.

• 이 학생이 이 물건을 묘사하는 것은 어떻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는 역할 중 하나를
보여 주는 것이되는가?

그 학생에게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펼쳐 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Apocalypse]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는 그리스어로 드러냄,
덮개가 열림, 또는 감춘 것을 보여 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께서 맡으신 역할,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복천년 통치에 관하여 자신에게 계시되거나 밝혀진 진리들을기록했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계시받은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 경전 안내서에서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계시는 왜 요한에게주어졌는가?

•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바랐는가?

요한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 양쪽을 다 언급한 이유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의 시대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해준다.

• 요한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가르침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지키는(또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말했는가?

• 여러분은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겠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야 한다.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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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오늘날의 와드와
지부처럼 일곱 교회의 회중을 가리키는데, 그 교회들은 현재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일곱 영”은 그 회중의 지도자들을말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장 5~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은 일곱 교회의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바랐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에 표시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 요한은 일곱 교회의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바랐는가?

• 이 성구들에서 구주에 대한 어떤 문구가 여러분에게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에서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칭호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망라함을 나타낸다. [또한요한계시록 22:13참조])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으며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일곱 교회는 어디에있었는가?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경 지도 13,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펴서, 밧모 섬과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일곱 도시 중 몇 곳을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이 밧모 섬의 외형을 알 수 있도록, 성경 사진 32, “밧모 섬”을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따르면, 왜 요한은 밧모 섬에있었는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 교회 회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한다.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로 일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고, 교회 회원들 사이에는 배도와
분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정책을 로마제국 전역에서 부활시켰으며 로마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신들을
숭배한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다. 따라서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믿는 의견이 다수를이룬다.

•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따르면,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묘사했는가?

•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한다고생각하는가?

• 1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셨는가?

몰몬경을 보면 니파이도 요한이 본 시현과 유사한 시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복천년, 하나님께서 지상 사업을 성취하심을
포함하여)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사건을 보았으나,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 일들을 기록하도록 예임되었기 때문이었다.(니파이전서
14:24~29참조)

•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 재림, 복천년, 하나님께서 지상의
사업을 성취하심에 대한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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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12~20
요한이 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상징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 중 아무런
말이 쓰여 있지 않아도 쉽게 이해되는 몇 가지 표지판 그림을 전시한다.(또는 칠판에
그린다.) 예를 들어, 교통 표지판이나 경고 표지판을 전시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이
표지판의 목적을 설명해 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상징은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을 전할 때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상징은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기도한다.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준다. 조별로요한계시록 1장 12~18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요한이 자신의 계시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상징들을 사용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읽은 상징에 표시하라고 해도좋다.

• 요한은 자신의 계시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상징들을사용했는가?

다음 표를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준다.(또는 칠판에 표를 그린다.) 조별로
이 표의 오른쪽 칸에 나오는 성구를 읽고, 요한이 사용한 각 상징의 가능한

의미를 그 칸에 적으라고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상징

상징 가능한 의미

(요한계시록 1:12) 일곱 금 촛대 (요한계시록 1:20; 제3니파이 18:24)

(요한계시록 1:16~17) 오른손 (마가복음 16:19)

(요한계시록 1:16) 일곱 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종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Revelation 1:20)

(요한계시록 1:16) 좌우에
날선 검

(히브리서 4:12)

(요한계시록 1:18) 음부[지옥]와
사망의 열쇠

(니파이후서 9:10~13)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요한이 사용한 각 상징에 담긴 의미를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일곱 금 촛대는 복음의 빛을 들어 올려야 할 일곱 교회를
상징하며, 오른손은 신성한 권능과 승인을 상징하고, 일곱 별은 주님의 지지를 받는 일곱
교회의 종 또는 지도자를 상징하며, 검은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무죄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는 영적 및 육체적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을 상징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찾도록도와준다.

•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메시지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충실한 이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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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요한의 시대에 교회 회원들이 직면했던 어려움들을상기시킨다.

•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자신들을 돌보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중요했겠는가?

•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왜중요할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돌보고 보살피신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한 가지 나누는 것을 고려해본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장 17~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구주께서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어떤 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기 표현은 다르게 하더라도 다음 교리를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존재이시며, 사망과 지옥을 다스릴 권능이
있으시다.)

• 이 교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을주었겠는가?

• 이 교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있는가?

• 이 교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 간의 전쟁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한 학생에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경전의 메시지와 같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선은 악에 대해, 성도들은 박해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Revelation of John”)

우리는 선이 결국 악을 이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 중 누구의 편에 서느냐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짚어 준다. 또한, 구주께서 사망과 지옥을 이기실
것이며 그분 덕분에 우리가 선과 악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간증을 전할
수도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도록 돕는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명상하거나 숙고하거나 이해하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교리와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시간을 준다. 그런
시간을 줄 때, 학생들에게 주님의 인도와 지침을 구하라고 권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내용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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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설명한다.요한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구주의 시현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2~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은 “지금 있는 일”(요한계시록 1:19), 즉 그
시대 교회의 상태에 대해 기록했다.요한계시록 4~22장에는 요한이 “장차 될
일”(요한계시록 1:19), 즉 미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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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3장
소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회중의 일곱 사자, 또는
종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하신 칭찬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요한은 또한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승영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

교수 제언

학생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처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의 참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적절히 대처한다. 만일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산만하게 보인다면,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수업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3장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다
한 학생에게 전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이 말씀에서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일원인 게일 클레그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함께
브라질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 자매는 최근에 초등회 관련 임무 지명을
받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에 갔을 때 그녀는 일본인 성도들 중
브라질인 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잠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들은 열의가 있으나 아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그녀는 ‘모임이 끝나면 그들과 얘기를 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씀을 하자 일본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어 통역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 중 98%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였으나,
그래도 그녀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브라질인 아빠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곳 관습은 아주
다릅니다. 그 동안 외로웠지요. 교회에 나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집에서 경전을 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소”라고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자, 영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6쪽)

• 우리는 이 경험에서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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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미완성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3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기에 그분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2~3장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현대의 터키)의 일곱 교회의
회중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1~3,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무엇을 아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무엇을 아셨는가? (니골라 당[6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적 죄를 범해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집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Nicolaitans”참조])

이 성구들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셨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적은
글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단어들을 추가한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또 무엇을 아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또 무엇을아셨는가?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적은
글을 다음 진리가 반영되게 완성한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책망을 주실 수 있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을 수있는가?

•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책망을 주실 수 있음을 알면,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지도자와
부모님의 권고에 응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같은가?

•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구하려고 노력해야하는가?

• 여러분은 주님께 개인적으로 칭찬이나 책망을 받은 경험을 언제 해 보았는가? 그
경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성스럽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도록
주의를준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책망하시리라고
생각하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충실히 견디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의로움으로 끝까지 견디는 이들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7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개인적인 책망을 받은 후에 이처럼 축복을 약속받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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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회중 외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다른 회중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반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다음에 나오는 경전 구절들을 각 그룹에 하나씩 배정해준다.

1. 요한계시록 2:8~11

2. 요한계시록 2:12~17

3. 요한계시록 2:18~29(이 성구를 받는 그룹에게는 다음에 나오는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2장 26~27절을 복사해서 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수많은 왕국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들은 도공의 손에 있는 질그릇처럼 그의 손에 있을 것이며, 그는 신앙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았듯이 공평함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것이니라.)

4. 요한계시록 3:1~6(이 성구를 받는 그룹에게는 다음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복사해서 준다. “사데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라. 일곱 별, 즉
하나님의 일곱 종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남은 자들을 굳건히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5. 요한계시록 3:7~13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룹에서 배정받은 성구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셨으며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축복들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그룹이 찾은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한 학생에게 각 그룹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약속된 축복 이후부터) 찾은
약속된 축복(요한계시록 2:11, 17, 26; 3:5, 12참조)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그것들을
모두 적고 나면, 각각의 약속들은 승영의 축복들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끝까지
충실하게 견뎌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고설명한다.

• 이 성구들에서 우리가 승영의 축복들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도록 돕는다.우리가
이긴다면, 승영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

• 여러분은 우리가 승영의 축복들을 받기 위해 무엇을 이겨야[극복해야]
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3장 14~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 회원들이 승영을 얻기 위해 어떤
상태를 극복해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라오디게아의 교회 회원들은 어떤 상태를 극복해야했는가?

• 이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지근한 제자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15절) (뜨겁다는 말은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을 것이며,차다는 말은 복음의 가르침과 성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을 것이다. 미지근한 제자란 복음이 참되다고 믿지만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것이다.)

•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미지근한 제자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을 것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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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또는 미지근한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도록 돕는다.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신다.)

문 앞의 예수님(복음 그림책[2009], 65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전시한다.

• 이 그림에서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고계신가?

다음 질문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답을 조용히 숙고해
보라고한다.

• 만일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 사람이 구주이심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들겠는가?

• 여러분은 문을 열겠는가?

이 그림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회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제시하신 축복이 무엇이며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제시하셨는가?

• 그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했는가?

• 20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각각 다른 말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야 한다.우리가 구주께 문을 열어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실 것이다.)

구주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대에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정의 표시였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우정과 화평으로 유대 관계를 맺은 것, 또는 최소한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음을나타냈다.

• 20절에 언급된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생각하는가?

구주께 문을 열어 드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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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생에게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저술한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어느 날 [홀맨 헌트라는 화가는]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의
친구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잘못 그린 곳이 있군.’

‘그래, 뭐지?’라고 화가가 되물었다.

‘그 그림에는 손잡이가 빠졌어.’라고 친구가 대답했다.

‘아, 그래 ’ 하며 화가가 말을 이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지. 이건 인간의
마음을 여는 문이거든. 안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문이야.’

사실이 그렇다. 예수께서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가 문을 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192~193쪽)

•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 열 수있을까?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3장 21~22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과 권고를 찾아보라고한다.

• 22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어떤 권고를주셨는가?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숙고함으로써 “성령이 …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22절)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는 느낌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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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4~5장
소개
사도 요한은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요한은 또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 한 권과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4장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영화로운 존재들을 보다
“하나님께 영광”(찬송가, 49장)을 개회 찬송으로 부르거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다른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해의 왕국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해의 왕국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4~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요한은 해의 왕국의 일부분을 시현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자원하는 학생 한 명에게 칠판에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4장 1~8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이
성구들이 낭독되는 동안, 그 자원자 학생에게 요한이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한다.
낭독하는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 각 부분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어야 할 것이다. (자원자 학생에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2절],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분을 그림에 넣지는 말라고 한다.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몇 학생에게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도있다.)

“성령에 감동되[어]”(2절)라는 말은 영으로 둘러싸여 계시를 받는 상태이거나 시현을
보는 것을 의미하고, 3절에 나오는 “벽옥”은 유색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를 말할 것이며,
“홍보석”(3절)은 주로 붉은색이나 주홍색인 귀한 보석이라고 설명해준다.

현대의 계시는 요한이 본 것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요한계시록 1~11장에 기록된 몇몇 상징과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여쭈자, 주님께서는교리와 성약 77편에 기록된 계시를주셨다.

학생들을 두세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다음 유인물을 한 장씩 준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상호 참조 성구를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요한이 본 것에

대해 추가로 찾은 정보를 표에 적으라고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이 본 것 상호 참조 추가

정보

보좌(요한계시록 4:2~3) 교리와 성약 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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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본 것 상호 참조 추가

정보

금관을 쓴 이십사 장로(요한계시록
4:4)

교리와 성약 77:5

하나님의 일곱 영(요한계시록 4:5) 조셉 스미스 역에는 이 성구에서 “일곱 영”이 “일곱
종”으로 변경되어 있다.

유리 바다(요한계시록 4:6) 교리와 성약 77:1; 130:6~9

네 생물(요한계시록 4:6~7) 교리와 성약 77:2~3

네 생물의 많은 눈과 여섯
날개(요한계시록 4:8)

교리와 성약 77:4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추가로 찾은 정보를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에 나오는 답들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해의 왕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금관을 쓴 이십사 장로들은 일곱 교회에 소속된 충실한
장로들이다. 일곱 영이 아닌 하나님의 일곱 종이 언급되어 있다. 유리 바다는 영화롭게 된,
해의 영광 상태의 지구이다. 네 생물은 영화롭게 된 생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실제
동물이다. 네 생물의 눈은 큰 빛과 지식을 상징하고, 네 생물의 날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힘을상징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4장 8~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위로 모인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 아버지의 주위로 모인 그들은 그분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들은 어떤
행동을했는가?

• 자신의 관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드리는 장로들은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가능한 답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식함, 자신의 승영이 그분의 은덕임을
인정함, 그분에 대한 경의와 경배와 순종적인 헌신 등이 있다.)

•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식할 때 우리가 받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 시현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있을까?

요한계시록 5장
요한이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 한 권과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보다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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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중요한 문서들은 점토나 밀랍 인으로 봉해졌다고 설명한다. 그 문서를 소유한
사람과 그 소유자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람들만이 인을 떼고 문서를 읽도록허락되었다.

• 2절에 따르면,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했는가?

학생들에게교리와 성약 77편 6~7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그 책과 인의 의미를
찾아보라고한다.

• 그 책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여기서 칠천 년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창조의 기간을 포함하여 지구의 실제적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아니다.

• 교리와 성약 77편 7절에 따르면, 일곱 인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지구가 현세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인 칠천 년. 이 기간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복천년이 끝날때까지이다.)

두루마리 책과 일곱 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던 요한은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보였기에, 하나님의 뜻과 사업이 드러나거나 수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설명한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이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일어나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5장 5~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6절에 일곱이라고 언급된 것들이 모두 열둘로 수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왜 요한이 울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경전에서 뿔은 종종 권능이나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빛과 지식을 상징하기도 하며,
열둘이라는 수는 신성한 정부와 조직, 즉 신권을 상징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좋다.

• 왜 요한은 울지 말라는 말을들었는가?

•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을 지칭하는 칭호는 그분과
관련한 어떤 사실을 밝혀 주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죄하기 위해 바쳐진
희생물이었다.([또한이사야 53:7;고린도전서 5:7;베드로전서 1:18~19참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요한계시록 5:6]은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을 말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침례 요한은 구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 36]이라고 지칭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5장 8~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이 어린 양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 이들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찬양했는가?

• 요한이 어린 양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합당성과 능력을 갖추신
유일한 존재이시다.)

•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할 합당성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분이되시는가?

• 10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왕과 제사장,
여기에는 여성들이 왕후와 여제사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613])[“나라”가 흠정역 성경에는
“kings[왕]”로나옴—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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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구주가 맡으신
역할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자신이 적은 바를
나누도록 조금 후에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몇몇요한계시록 5장 11~14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어떻게 함께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자 영화롭게 된 존재들과
모든 생물들은 왜 그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서 어린 양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 감사를느꼈다.)

• 요한이 보았던 존재들과 생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기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식하고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그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영화롭게 된 존재들과 모든 생물이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른다.
반원들에게 “온 천하 만물 우러러”(찬송가, 57장) 또는 하나님께 찬양이나 영광을 드리는
다른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고, 그 찬송가가요한계시록 5장 9~14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 음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경배하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맥콩키 장로가 경배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참되고 완전한 경배란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릴 때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나 설교나
찬송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성도의 벗, 1972년 10월호, 33쪽)

• 맥콩키 장로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가?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어떻게축복받는가?

•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가?
(학생들에게 앞서 자신이 적은 생각과 느낌을 몇 가지 나누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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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질문 하기
후속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대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고 간증의 영을 자신들의 대답 속에 불러오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경배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고려해본다.

학생들에게 다음 질문을 숙고해 보고 그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 적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나서, 자신이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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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6~11장, 1부
소개
요한은 시현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서 첫 여섯 인을
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또한 그는 여섯째 인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요한계시록 7:14)
하나님의 종들을 보았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6장
요한이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서 첫 여섯 인을 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다
학생들에게 이 후기에 사는 것에 대해 어떤 것들을 염려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그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고대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여겼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은]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86쪽)

• 고대 선지자들은 우리 시대에 대해 어떻게느꼈는가?

계시자 요한은 후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설명한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6~7장을 공부하면서, 고대 선지자들이 기뻐하며 우리 시대를
기대한 이유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보았으며 오직 어린 양만이 그 책을 펴기에 합당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그
시현에서 요한은 일곱 인으로 상징되는 각 천 년에 관계된 일부 주요 사건들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았다고설명한다.

다음을 칠판에 열거한다.(수업을 하기 전에 적어 두는 것을 고려해본다.)

첫째 인(요한계시록 6:1~2)

둘째 인(요한계시록 6:3~4)

셋째 인(요한계시록 6:5~6)

넷째 인(요한계시록 6:7~8)

다섯째 인(요한계시록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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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 준다. 각 학생에게 이 인들 중 하나를 배정해 준다.(같은 인을
한 사람 이상에게 배정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정받은 인 옆에 나오는 성구를
읽고 나서, 그 인에 관하여 요한이 본 사건 중 몇 가지를 종이에 그리라고한다.

교사 발표
학생들이 경전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학생들이 특정 성구 블록의 맥락과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실례를 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학생들에게 첫째 인을 배정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자기
그림을 반원들에게 보여 주라고 한다. 각 그룹에서 한 학생에게 자기 그림을 사용하여 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제안한 해석을 말해 준다.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 할 수도있다.

첫째 인

(주전 4000~3000년경)

흰 말 = 승리

활 = 전쟁

면류관 = 정복자

맥콩키 장로는 1~2절이 에녹의 시대를 묘사하며 말을 탄 자는 에녹이라고
말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6–73],
3:476–78 참조)

둘째 인

(주전 3000~2000년경)

붉은 말 = 유혈

칼 = 전쟁과 파멸

맥콩키 장로는 3~4절이 간악함이 지상을 뒤덮었던 노아 시대를 묘사한다고
말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악마이거나 “학살하는 무수한 전사들을 상징하는
사람[일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78–79)

셋째 인

(주전 2000~1000년경)

검은 말 = 기근

저울 = 높은 식품 가격

맥콩키 장로는 5~6절이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아브라함의 시대를
묘사한다고 말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79–80 참조)
한 사람이 하루치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음식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근으로 물가가 극도로 치솟았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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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

(주전
1000년경~그리스도의
탄생)

청황색 말 = 사망

사망과 음부 = 악인이 멸망하고 그들이 영옥으로 들어감(이사야 5:14 참조)

맥콩키 장로는 7~8절이 “전쟁과 배반으로 [이스라엘을] 거듭 괴롭히고 짓밟은
거대한 왕국들과 나라들의 천 년”(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81)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런 나라에는 바벨론, 바사[페르시아], 애굽,
그리스, 로마가 있었다.

다섯째 인

(그리스도의
탄생~주후 1000년경)

제단 = 희생

영혼들 = 순교자들,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맥콩키 장로는 9~11절이 초대 사도들 대부분을 포함한, 순교자로 죽은 초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82–83 참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요한계시록 6:9) 목숨을 바쳤기에 “흰 두루마기”를 받게
되었다. 이 옷은 깨끗함을 상징한다.(요한계시록 7:13~14; 제3니파이
27:19 참조)

각 그룹이 발표를 하고 나면, 여섯째 인은 우리 시대와 복천년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상징하며, 복천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설명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85–86참조)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6장 12~17절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조셉 스미스
역에는 14절이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여러 하늘은 두루마리가 굴러서 펼쳐지듯이
열리고, 모든 산과 섬은 각각 제자리에서 옮겨졌느니라.”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미리 본 사건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은 어떤 사건들을 보았는가? (이 파멸적인 사건들은
마지막 날을 나타내는 징조라고설명한다.)

•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것인가?

• 17절에는 어떤 질문이 기록되어있는가?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누가 능히서리요?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의 대참사가 있을 때 누가 능히 설 것인지, 즉 누가 그것을
견뎌 낼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설명한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다른 학생 한 명에게는
교리와 성약 77편 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여섯째 인에서 또 무엇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네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에는 지상의 생명을
멸하는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교리와 성약 86편 5~7절을참조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7장 2~3절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하고, 다른 학생 한 명에게는
교리와 성약 77편 9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교리와 성약 77편 9절에 따르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요한계시록 7:2)
천사는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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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일라이어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 열쇠와 권능을 맡기라는
임무를 받은 이들에 대한 칭호”(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91–92; 또한
경전 안내서, “일라이어스”참조)라고설명한다.

• 이 천사는 그 네 천사에게 어떤 말을했는가?

다음을 설명한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비유이다.(요한계시록 7:3; 또한
요한계시록 9:4; 14:1참조)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충실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성약을 의미하는 축복을 인봉한다는 뜻이며, 그것으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History of the Church, 5:530)라고 가르쳤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544)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은 이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9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에게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다음 내용을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7장
4~8절에 언급된 십사만 사천이라는 수는 승영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성임된 대제사들을 나타낸다.[교리와 성약 77:11참조]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승영하게 될 사람들의 총수가 아니다.”(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544)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7장 9~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또 누구를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누구를 보았는가?

• 이 무리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종려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할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7장 13~1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이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견디어냈는가?

• 그들의 옷은 어떻게 희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피”로)

• 15~17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기에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이 성구들은 해의 영광을 상속하는 사람들의 기쁨, 평안,
헌신을 묘사한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우리가 어떻게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고난을 충실히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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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또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숙고해 보라고한다.

• 그런 마음은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묘사된 사람들의 심정과 어떻게비교되겠는가?

• 구주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 해의 영광의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을 견디고
깨끗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칠판에 적었던 염려들을 상기시킨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칠판에 적은 원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반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몇몇 학생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오늘 배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몇 분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영의 속삭임을 받으면 모두 기록해 두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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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과

요한계시록 6~11장, 2부
소개
요한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참여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수 제언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세미나리 학습 과정에 맞추어 경전을 읽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이 세미나리 학습 과정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신약전서 전체를 읽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학생들이 이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격려해 준다.
학생들이 이 목표를 완수하면,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라고 격려한다.

요한계시록 8~9장
요한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다
학생을 둘씩 짝을 지어 주고, 그들에게 자신이요한계시록 6~7장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짝에게 설명해 주라고한다.

앞 과에서 찾은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고난을 충실히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원리가 오늘 수업에서 배울 사건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다음 도표를 유인물로 나누어 주거나 칠판에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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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표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서 첫
여섯 인의 사건들을 다루는 성구는 몇
개인가? (25개)

• 일곱째 인의 사건들을 다루는 성구는
몇 개인가? (211 + 15 = 226개)

요한은 일곱 번째 천 년의 기간과 관련된
사건들을 나머지 각 천 년의 기간과 관련된
사건들보다 더 많이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일곱째 인을 떼는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기록했다.

• 여러분은 왜 요한이 일곱째 인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고생각하는가?

요한계시록 8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이 성구들은 일곱째 인을 떼는 구주를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요한은 일곱 개의
나팔이 주어진 일곱 천사를 보았다. 고대에
나팔은 “경보를 울리거나 [군대를 향해]
전투를 위해 신호를 보낼 때, 또는 왕족의
도착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Gerald N.
Lund, “Seeing the Book of Revelation
as a Book of Revelation,” Dec. 1987, 50)
여기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에 대한 준비로 여러 재앙과
멸망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신호이다.

학생들에게 종이나 수업 공책 또는 경전 학습 일지의 맨 위에 “일곱째 인”이라고 적고, 그
면의 왼쪽에다 일곱 개의 나팔을 병렬로 그리라고한다.

다음 성구들을 칠판에 쓰되, 각 성구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적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그
성구들을 종이에 그려 놓은 나팔 옆에 적으라고한다.

첫째—요한계시록 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지상에 떨어진 “우박과
불” 때문에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둘째—요한계시록 8:8~9. 둘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세 가지가
영향을받았는가?

셋째—요한계시록 8:10~11.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쓴
쑥은 쓴맛이 나는 약초로, “고통스러운 재난이나 슬픔”[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Wormwood”]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그 별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일어났는가?

넷째—요한계시록 8:12. 넷째 나팔을 불고 나면, 어떤 세 가지가
부분적으로어두워지는가?

다섯째—요한계시록 9:1~3.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나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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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요한계시록 9:13~16, 18.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요한이
보았던 대전투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참여했는가? 그는 이 전투에서 인류가

얼마큼이나 죽는 것을보았는가?

일곱째—요한계시록 11:15.

반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고, 칠판에 열거한 첫 여섯 성구 중 하나를 각 그룹에
배정한다.(학생 수가 적다면, 몇몇 그룹에 성구를 여러 개 배정해야 할 것이다.) 그룹별로
배정받은 성구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나팔 소리가 들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해당 나팔 옆에 적으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찾은 것을 발표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각 그룹이 찾은 것을 해당 나팔 옆에 적으라고 한다. 학생들이 발표할 때,
필요하다면 그 그룹에 배정된 성구 옆에 나오는 질문들을한다.

•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찾은 원리는 일곱째 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9장 20~2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는 악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그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요한계시록 10장
한 천사가 요한에게 그가 후기에 해야 할 사명을 알리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일곱 나팔 소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앙의 묘사가 잠시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이 장에서 요한은 또 다른 천사에게서 가르침을받는다.

칠판에달다와쓰다라는 단어를적는다.

• 인생에서 달면서도 쓰다고 여길 만한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0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무엇을 들고있었는가?

학생 두 명에게요한계시록 10장 8~1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 맛은어땠는가?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77편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그 책을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요한이 그 책을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이 후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집합[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도우라는
사명을수락함)

사람들을 구주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요한은 죽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7: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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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어떤 단맛을 경험하겠는가? 또 어떤
쓴맛을경험하겠는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두 선지자를 보다, 일곱째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이 일곱째 나팔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 동안에 악인들은 지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힘과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며, 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할것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1장 3~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시기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그 두 증인은 어떤 일을 할것인가?

•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5절)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이것은
그들이 하게 될 증언의 힘을 상징하는 말일 것이다.[예레미야 5:14; 20:9참조])

한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77편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일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1장 7~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두 선지자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성역을 마치고
난 후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 악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

•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사흘 반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

•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1장 13~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과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내용을 종이에 그려 놓은 일곱째
나팔 옆에 적으라고한다.

• 일곱째 나팔 소리 후에 누가 “세상 나라” (15절)를 다스리게되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6~19절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이십사 장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요한은 또한 시현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면전을 나타내는 언약궤를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대해 그분께 느끼는 감사와 찬양을 나누면서 오늘
수업을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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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계시록 1~11장(31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계시록 1~11장(31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계시록 1~3장)
학생들은 사도 요한의 계시를 공부하면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신다는
것과, 그분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존재이시며 사망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또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우리가 구주께 문을 열어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실 것이다.

둘째 날(요한계시록 4~5장)
학생들은 이 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요한의 시현을 읽으면서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합당성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식하고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그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셋째 날(요한계시록 6~7장)
학생들은 일곱 인에 대해 배우면서 다음 원리를 찾았다. 고난을 충실히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넷째 날(요한계시록 8~11장)
학생들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한 요한의 시현을 배우면서 셋째 날 공과에서 찾은 원리를 복습했다.

소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게된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2~3장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다
주:주님이 일곱 교회의 회중에게 주신 지시에 관하여 더 알고 싶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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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전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이 말씀에서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일원인 게일 클레그 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함께
브라질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그 자매는 최근에 초등회 관련 임무 지명을
받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에 갔을 때 그녀는 일본인 성도들 중
브라질인 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잠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들은 열의가 있으나 아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단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그녀는 ‘모임이 끝나면 그들과 얘기를 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씀을 하자 일본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어 통역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 중 98%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망설였으나,
그래도 그녀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브라질인 아빠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곳 관습은 아주
다릅니다. 그 동안 외로웠지요. 교회에 나가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집에서 경전을 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소”라고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포르투갈어로 간증을 하자, 영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6쪽)

• 우리는 이 경험에서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있는가?

다음 미완성 문구를 칠판에 적는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3장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므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2~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현대의 터키)의 일곱 교회 회중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1~3,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무엇을 아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무엇을 아셨는가? (6절에 나오는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적 죄를 범해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집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Nicolaitans”참조])

이 성구들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셨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적은
글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추가한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을/를 하실 수있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4~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또 무엇을 아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또 무엇을아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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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칠판에 적은
글을 다음 진리가 반영되게 완성한다.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시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책망을 하실 수있다.

•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가? (개인 기도,
경전 공부, 교회 지도자와 부모의 권고, 축복사의 축복문을통해)

•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칭찬과 책망을 하실 수 있음을 알면,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점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와 부모의 권고에 응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있는가?

•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구하려고 노력해야하는가?

•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개인적으로 칭찬이나 책망을 받은 적은 언제인가? 그 경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들에게 성스럽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경험은 나누지 말도록 주의를
준다. 여러분도 또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있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칭찬하시고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책망하시리라고
생각하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권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충실히 견디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의로움으로 끝까지 견디는 이들에게 무엇을약속하셨는가?

•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7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개인적인 책망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리라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되었겠는가?

주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회중 외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다른 회중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반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고, 다음에 나오는 경전 구절들을 각 그룹에 하나씩 배정해준다.

1. 요한계시록 2:8~11

2. 요한계시록 2:12~17

3. 요한계시록 2:18~29(이 성구를 받는 그룹에게는 다음에 나오는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2장 26~27절을 복사해서 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수많은 왕국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그들은 도공의 손에 있는 질그릇처럼 그의 손에 있을 것이며, 그는 신앙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았듯이 공평함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것이니라.)

4. 요한계시록 3:1~6(이 성구를 받는 그룹에게는 다음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복사해서 준다. “사데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라. 일곱 별, 즉
하나님의 일곱 종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남은 자들을 굳건히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5. 요한계시록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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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자신의 그룹에서 배정받은 성구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셨으며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축복들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가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교리”라고 가르쳤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은 세속적[또는 세상적]인
마음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451)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그룹이 찾은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한 학생을 불러, 각 그룹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약속된 축복부터 그 이후
부분에서) 찾은 약속된 축복(요한계시록 2:11, 17, 26; 3:5, 12참조)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그것들을 모두 적고 난 후 이렇게 설명한다. 이 각각의 약속들은 승영의 축복들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뎌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 우리가 승영의 축복들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성구들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도록 돕는다.우리가
이긴다면, 승영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을 설명한다. 승영의 축복들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께로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림돌에는 속된
마음, 시련, 죄, 죽음 등이포함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극복하도록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림돌이라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힘이 있으시다는 간증을전한다.

다음 단원(요한계시록 12~22장)
학생들에게 마지막 심판과 전세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궁금해했던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사도 요한은 천국 전쟁에 관해 어떤 것들을 기록했는가? 사탄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영이 내쫓겼는가?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 요한은 해의 영광의 광휘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들은
돌아오는 주에요한계시록 12~22장을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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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과

요한계시록 12~13장
소개
요한은 사탄이 주님의 교회와 충실한 회원들을 멸하려고
꾀하는 것을 상징하는, 한 여자와 그의 아이를 위협하는
용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 요한은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 맞서 싸우는 세상의 왕국들에
대해 기록했다.

교수 제언

가르칠 성구 블록을 미리 공부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학생들을 강화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연구와
신앙 둘 다를 통해 왕국의 교리를 공부하고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The Gospel Teacher
and His Message” [address to religious educators, Sept. 17, 1976], 5,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각 과의 성구 블록을 신중히 공부하고, 그 안에 포함된 교리와
원리들을 숙고한다. 그 진리들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이 항상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맞서 싸우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보다
수업 전에 다음에 나오는 연결하기 활동을 칠판에 그린다. 수업을 시작하면, 몇몇
학생에게 왼쪽 칸에 나오는 각종 위협과 오른쪽 칸에 있는, 그 위협에 맞서는 방법을 서로
연결하라고한다.

위협 위협에 맞서는 방법

햇볕에 심하게 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진리들

적군들 치료 또는 휴식

질병 자외선 차단제 또는옷

죄와 죄책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신뢰

사탄의 영향력 전쟁 무기

• 여러분은 최근에 이중 어떤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는가?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무엇인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사탄의 영향력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요한계시록 12~14장에는 일곱째 인의 사건들에 대한 요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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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이 잠시 중단되고 그 막간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주님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와 “주[의] 나라”라는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셨을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그 뒤에 있는 용에
대한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2장 1~2, 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 역에는 2절
바로 다음에 5절이 나온다고설명한다.)

•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5절]
아들을낳았다.)

• 그 아이가 “철장[쇠막대기]으로 만국을
다스릴” (5절)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아이는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세상의 나라들을
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쇠막대기는 복음, 신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상징할 수
있다.[Bruce R. 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517참조])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2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성구들에 묘사된 상징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1~5절에 묘사된 각 상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2장 7~8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조용히 읽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용과 여자와 아이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2장 7~8절에 따르면, 요한의 시현에 나오는 용과 여자와
아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은 사탄을[8절참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아이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7절], 즉 주님께서 복천년 동안
세우실 정치적 왕국을 의미하며, 그분께서는 이 왕국을 통해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성구들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New
Testament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14), 550–52)]

•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따르면, 용은 무엇을 하려 했는가? 여러분은 왜 사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 그토록 부지런히
노력한다고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용이 위협하자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는 사도들이 사망한 후에 교회에 대배도가 시작되고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또한교리와 성약 86: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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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은 여자와 아이를 위협하는 용을 보고 나서, 사탄과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벌어졌던
천국 전쟁을 목격했다고 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2장
6~11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반원 절반에게는 천국
전쟁에서 사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겼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었다]”라고 나온다는 점을 설명해도 좋다. 이는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많은 수가 사탄을 따랐음을 상징한다. 또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2:6]은 아담과 그 외 하나님의 의로운 영의
자녀들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 11절에 따르면, 하늘의 의로운 무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로, 즉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증에 충실히 남음으로써. 이런 대답을
칠판에쓴다.)

• 8절에 따르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반을 일으킨 후에 어디로보내졌는가?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 역, 계시록 12장 12, 17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벌였는가?

• 11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 시대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과 공격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도록
돕는다.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증에 충실히 남음으로써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제임스 제이 해뮬러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탄이 자기 세대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 중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자들의 일부는 이
마지막 날에 나아와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위해 일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고귀함은 전세에서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게 되면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요한계시록 12:12]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이 범법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범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성전 결혼, 또한 미래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범법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7:13 참조] 이 점에 대해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의 전쟁의 초점은
이제 여러분[에게] … 맞추어져 있습니다.”(“악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0~51쪽)

•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약화시키려하는가?

학생들에게 사탄이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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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열거한다.)

다음 두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중 하나에 대한 대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어 보라고한다.

1. 여러분이 구주의 속죄에 대한 간증과 신앙으로 사탄의 영향력에 맞서 싸웠던 경험에
대해적는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적고, 우리가 사탄과 그의 추종들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속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서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칠판에 열거한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맞서 싸울 때 그렇게 실천해 보라고격려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이 사탄에게서 힘을 받을 지상의 왕국들에 대해 기록하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요약으로, 다음을 설명한다. 요한은 흉포하게 생긴 짐승들을
시현으로 보았는데, 이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악한 지상의 왕국들을 상징한다. 요한은
또한 사탄이 지상의 거주민들을 속이려고 이 왕국들을 통해 기이한 일과 거짓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을보았다.

성구 익히기 복습
세미나리 마지막 주 동안에는 성구 익히기 최종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혹은 평가하기 직전에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다음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평가 유형이다.(이런 유형을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적용한다.)

출처 평가: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에 있는 단서를 알려 준다. 단서로는 핵심 단어,
교리나 원리, 구절의 요약문 등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단서를 알려 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구절의 출처를 종이에 적으라고한다.

교리 평가:칠판에 기본 교리를 열거한다. 학생들에게 각 교리 밑에 해당하는 성구 익히기
구절의 출처를 적으라고 한다. 그들은 이미 암기했던 성구 익히기 구절을 떠올리거나 성구
익히기 구절 목록을 사용해서 적을 수도있다.

암기 평가: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암기한 단어와 원리로 기본 교리 몇 가지를
설명하게 한다. 그들에게 자신의 설명문을 적어서 그것을 반원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라고한다.

반원들이 이런 핵심 성구 구절과 기본 교리를 익히려고 노력한 점을 칭찬해 준다. 성구와
교리를 익힐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간증에 대해간증한다.

제156과

921



제157과

요한계시록 14~16장
소개
사도 요한은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천사를 시현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통해 주님께 충실히 살다 죽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요한은 후기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집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14장
요한이 복음이 회복되고 의인과 악인이 집합하는 모습을 보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적는다.세상이 사악함과 재난과 폭력으로 가득할 때에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가능할까?

몇몇 학생에게 이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을 설명해 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4~16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사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요한은 후기를 시현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시현에서 악인들에게 닥칠 참화를 보았다. 그는 또한 무엇이 의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것인지도보았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보았는가?

학생들에게 십사만 사천 명은 복음을 베풀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도록 각 나라에서
성임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제사라는 점을 상기시킨다.(요한계시록 7:4~8;교리와
성약 77:11참조)

• 4~5절에 따르면, 요한은 지상 곳곳에서 복음을 베풀 십사만 사천 명의 대제사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4절]라는 문구는 그들이
순결함을 의미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5절]라는 문구는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함을 의미하며, “흠이 없는”[5절이란 말은 그들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순결하고 정직하며 죄에서 깨끗한 것은 왜 십사만 사천 명의 대제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생각하는가?

요한은 후기에 대한 시현을 받는 동안 세 명의 천사를 보았다고 설명한다. 학생 세 명에게
이 세 명의 천사 역을 맡으라고 한다.(이 학생들은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된다.) 첫 번째 천사 역을 맡은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가 무엇을 가졌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무엇을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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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천사 역을 맡은 학생에게교리와 성약 133편 36~3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했는가?

조셉 스미스의 방에서 조셉에게 나타난
모로나이(복음 그림책[2009], 91번; 또한
LDS.org참조) 그림을 전시한다. 한
학생에게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그
사건들을 상기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한
학생에게조셉 스미스—역사 1장
29~3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할 수있다.)

•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로나이는
지상에 복음을 회복하게 할 무엇을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는가? (몰몬경이
담긴기록)

복음 그림책에 나오는솔트레이크
성전(119번; 또한 LDS.org참조)
사진처럼, 꼭대기에 모로나이 천사 상이
있는 성전 사진을 하나전시한다.

• 모로나이 천사 상이 수많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무엇일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대회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인용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
천사는 왔습니다. 그는
모로나이입니다.”(“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0쪽) 또한, 그
천사는 모로나이를 포함하여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도운
수많은 하늘 사자들을 하나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McConkie,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65–73], 3:529–31; 또한교리와
성약 13편; 110:11~16; 128:20~21참조)

첫 번째 천사 역을 맡은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무슨 말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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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은 재림
때와[말라기 3:1~5참조] 마지막 심판 때에[니파이후서 9:15참조] 심판을
하실것이다.)

•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거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하는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사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주었는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한다.

두 번째 천사 역을 맡은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세 번째
천사 역을 맡은 학생에게는요한계시록 14장 9~1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들이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8절에 따르면, 두 번째 천사는 무슨 말을 했는가? (“무너졌도다 … 바벨론이여”라는
문구의 한 가지 의미는 세상의 사악함이 끝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이라고설명한다.)

• 세상의 사악함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있는가?

• 9~11절에 따르면, 세 번째 천사는 “짐승”(9절), 즉 사탄을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말했는가?

한 학생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선지자가 악인들이 죽은 후에 겪게 될 고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영의 세계에서 죽은 영들이 겪게 되는 큰 고통은 다른
영들이 누리는 영광을 그들은 얻지 못함을 알게 되고, 그들도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24쪽)

“사람은 스스로를 고문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요한계시록 21:8 참조] 사람 마음속의 낙담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과 같이 격심한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24쪽)

•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고통의 일부로서 어떤 일을
겪을것인가?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겪을지를 알게 된 요한은 뒤이어, 의인들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일들을 설명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짚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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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4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의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의인들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을 겪게되는가?

•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13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생각하는가?

• 12~13절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을 하나의 원리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죽은 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축복을 받으며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 이 원리는 우리가 사악함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수있는가?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악인들의 고통을 겪지 않고 의인들의 평안을 누리도록 자기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이 받는 느낌에 따라
행하라고권유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4~20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두 가지 수확을 서술했다고 설명한다.
그 시현에서 요한은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동안에 의인들이 악인으로부터
거두어지고(14~16절참조), 두 번째 수확을 하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거두어져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17~20절참조)

요한계시록 15~16장
요한이 해의 왕국에 있는 의인들과 후기에 일어날 일곱 가지 재앙을 보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요한계시록 15~1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줄
일곱 가지 재앙을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재앙을 묘사하기 전에
의인들이 받게 될 축복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요한계시록 15장 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사탄을 이기고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시현으로
보았다고설명한다.

칠판에 대접을 일곱 개를 그리고, 각각 1부터 7까지 번호를 매긴다.(또는 칠판에 단순히
숫자만 적는다.) 요한은 그 시현에서 일곱 가지 재앙이 담긴 일곱 개의 대접을
보았다고설명한다.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6장 2~4, 8~12, 16~2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그 일곱 재앙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각 재앙이 묘사되면 잠시 멈추게 하고, 한 학생에게 칠판에서 해당하는
대접(또는 숫자) 아래에 그 재앙을 쓰게한다.

한 학생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읽고 나면, 다른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겪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한다.

•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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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묘사를 읽고 나면, 이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유프라테스
강은 말라서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을 위해 세상의 왕들이 모이도록 예비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요한계시록 16:12~16참조; 또한스가랴 12:11참조) 이 전쟁 끝에, 구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교리와 성약 45:47~53참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다.(마태복음 24:30;교리와 성약 101:23참조)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라는 문구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깨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영적으로 준비될 수있는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재림을 위해 준비하기를 바라신다고
간증한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하라고권유한다.

간증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간증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에 직면할 때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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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과

요한계시록 17~19장
소개
요한은 영적 바벨론, 즉 사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전쟁을 하고, 어린 양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았다.
성도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을 받으며, 깨끗한

의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멸하기
위해 큰 권능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17~18장
요한이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보다
칠십인 정원회의 린 지 로빈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칠판에 적고, 한 학생에게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 실려 있다. “Avoid It”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7, 2013], 1, speeches.byu.edu)

“유혹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유혹을 피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린 지 로빈스장로)

• 왜 유혹에 저항하는 것보다 유혹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것일까?

• 끊임없이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 발을 들일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있는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7~18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 요한은 시현으로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 재앙을 쏟아부을 일곱 천사를
보았음을 상기시킨다.(요한계시록 16장참조)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일곱 천사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그 천사는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다고말했는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많은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5절에 따르면, 그 여자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녀가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나라들[또한니파이전서 14:11참조])

학생 몇 명에게요한계시록 17장 2~6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여자와 그녀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묘사하는
단어와 문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 어떤 단어와 문구들이 그 여자를묘사하는가?

• 2절에서는, 그 여자가 지상의 통치자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묘사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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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 나오는 성도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가?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에 수많은 의인이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이 경전 구절의
표현은 의인들을 죽이는 것이 살인을 자행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시사한다.)

3절에 묘사된 짐승은 요한 시대의 로마제국,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부패한 왕국과 나라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요한계시록 17:8~13참조)

학생들에게 1~6절에 묘사된 여자는 누구 또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18절에 따르면, 그 여자는 무엇을상징하는가?

“큰 성”(18절)은 영적 바벨론을 말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3:14참조) 고대
바벨론은 세속적이고 부패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었기에,
경전에서는 죄와 세속적인 것과 지상에서 미치는 악마의 영향력과 영적 속박을 상징하기
위해 바벨론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곤 한다.(또한니파이전서 13:1~9; 14:9~10참조)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여자 = 바벨론 또는 세상의사악함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바벨론이 누구와 싸우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이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악을 이기실 것이다.)

•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대한 요약으로, 또 다른 천사가 사악한 바벨론의 멸망을
알렸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명하셨는가?

•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하셨는가?
(세상의 죄와 악인에게 닥칠 재앙 또는 심판을피하도록)

•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명하신 것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우리 자신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시키면, 마지막 날
악인에게 닥칠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학생들에게 4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단어에 표시를 하라고 해도좋다.)

개종으로 이끄는 원리들에 집중한다
여러 성구 중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진리들에 집중한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공과를 준비할 때, 개종으로 이끄는 원리들을 찾아보십시오. … 개종으로
이끄는 원리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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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Converting Principles” [evening with Elder L. Tom Perry, Feb. 2, 1996], 1,
si.lds.org)

학생들을 두 명에서 네 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다음 질문들을 각 그룹에
유인물로 나누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그 질문들을 토론하라고한다.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됨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 자신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표준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불의한 영향력과 행위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어떻게 세상의 여러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있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룹에서 토론한 내용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종이에 (1)자신이 어떤 불의한 영향력이나 행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를 적으라고 한다. 그런 후
학생들에게 그 종이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자신이 적은 것을 실천하라고권유한다.

요한계시록 18장 5~24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이 사악한 바벨론의 멸망과 그
지지자들의 슬픔을 보았다고설명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맞서 싸우는 이들을 멸하기 위해 권능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다
학생들에게 신부와 신랑이 나오는 사진을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결혼식 날에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대답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준다.

“결혼식 날,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깨끗하고
순수하여, 그런 순수함을 받기에 합당한, 가장 훌륭한 상태의 여러분
자신입니다.”(“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7쪽)

•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왜 여러분이 결혼식 날에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것일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구주의 재림이 혼인에 비유되어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기에
의인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누구의 혼인을 알렸는지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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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사는 요한에게 누구의 혼인을알렸는가?

•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 무엇을 알게되었는가?

“어린 양의 혼인”(요한계시록 19:7)은 구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잘 들어 보라고한다.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신랑은 자기 신부, 즉 교회를 데리러
오게 되는데, 교회는 깨어서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실한 성도들로
구성된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469)

• 어떤 점에서 결혼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성약 관계를 적절하게
상징하는가? (여러분은 결혼이 충실함, 희생, 사랑, 헌신, 신뢰를 요하는 관계임을
설명해 줄 수있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9장 8~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구주의 재림에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세마포는 거룩함, 깨끗함, 의로움을 상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수있다.

• 어린 양의 아내가 입는 옷으로 상징되었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학생들이 대답하면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깨끗하고 의롭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될 것이다.)

8절에 나오는허락하셨다[granted]라는 단어는 주어졌다, 또는 부여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죄에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은사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도록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하셨는가?

• 왜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된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조용히 읽으면서, 요한이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 그 천사는 요한에게 자신(천사)과 하나님의 다른 종들이 무엇이 있다고 말했는가?
(예수의 증언, 즉 예언의영)

“예언의 영”(10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영감의 은사를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한다.(경전 안내서, “예언, 예언하다”,
scriptures.lds.org참조)

• 예수님에 대한 증언[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재림에 준비될 수있는가?

몇몇 학생에게요한계시록 19장 11~16절과 조셉 스미스 역,계시록 19장 15절(경전
안내서에 있음)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게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재림 때의 구주를 묘사하는 단어와 문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찾은
것을 말해 달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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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에 언급된 백마는 정복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죄와 악을
정복하러 오실것이다

• 13절에 따르면, 구주의 옷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피 뿌린 옷”은 그분의 옷이 피
색깔일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색은 재림 때에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하며[교리와 성약 133:46~51참조], 또한 그분께서 속죄하시며 겪으신 고통을
상기시켜 줄 수있다.)

조셉 스미스 역,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요한이 구주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을 보았음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고
설명한다.요한계시록 19장 17~21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싸운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한다.(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Joseph Smith
Translation, Revelation 19:18참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에게 속삭임을 받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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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0장
소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직전과 통치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복천년 끝에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간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를

목격했으며, 마지막 심판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책들 기록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보았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20:1~6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직전과 통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시현으로 보다

학생들에게 (미술 대회나 체육 대회 등)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여했던 대회
또는 경기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대회나 경기에
참여했던 때를 하나 떠올려 보라고한다.

• 대회나 경기의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는 여러분이 그것을 치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있겠는가?

• 사람들은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할 때 왜 포기할 수도 있는가? 여러분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겼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선과 악 간의 전쟁과 그 전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에게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이 전쟁
동안 자신이 구주께 충실히 남도록 동기를 줄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복천년 동안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복천년 동안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저갱은 지옥을
상징한다고설명한다.)

• 3절에 따르면, 사탄은 결박되므로 무엇을 하지 못할것인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요한은 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보았는가?

• 이 사람들은 자신의 충실함으로 어떤 상을받았는가?

• 그들은 복천년 동안 무엇에 참여하게 되는가? (첫째부활)

•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다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요한계시록 20장 4~6절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의인들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한다.(모사이야서 15:21~25;앨마서 40:16~20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은 의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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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제임스 이 탈매지,신앙개조, 344쪽 참조) 악인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부활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둘째 부활은 복천년 끝에 일어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85참조)

•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것을 알면, 지금 악에 맞서 싸우는 일에서 충실히 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겠는가?

충실하게 남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간증한다.

요한계시록 20:7~11
요한이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를 보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복천년이 끝날때, …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복천년이 끝날 때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어떤 사건들을 묘사했는가? (8절에 나오는곡과마곡이라는 명칭은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싸우기 위해 보낼 군대를 말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88:110~114참조])

• 이 전쟁이 끝나면,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복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투의 최종 결과를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0:12~15
요한이 마지막 심판을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고한다.

•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기를바라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성구 익히기 구절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두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익힐 수 있도록 이번 과 끝에 나오는 교수
방안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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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12절에서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 요한은 어떤 책들을 보았는가? (경전, 구원 의식과 아마도 그 밖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 기록, 생명책[니파이후서 29:10~11;교리와 성약 128:6~7참조])

한 학생에게 생명책에 대한 다음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책은 한 개인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총괄하는, 즉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경전에는 충실한 자들에 대한 하늘의 기록이 작성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기사도
기록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88:2; 128:7)”(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Book
of life”)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 외에도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7:9참조; 또한앨마서
41:3~5참조)

•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따르면,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필요하다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부활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준다.)

•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왜중요한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될지가 결정된다고 간증한다. 다음 질문을 소리 내어 읽어 주고,
학생들에게 그 대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더 잘할
수있겠는가?

성구 익히기—요한계시록 20:12
학생들에게 경전 안내서(scriptures.lds.org)를 사용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해 가르치는
성구들을 더 찾아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은 이런 성구들을 더 찾아서 경전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옆에 적어 둘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추가로 배운 진리들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하라고한다.

제159과

934



제160과

요한계시록 21~22장
소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며,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성이 지상에 세워질 것을 보았다.
요한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주님께 지상으로 다시 와 주시기를 간청하며 시현에 대한
기록을 마쳤다.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21장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성을 보다
학생들에게 삶에서 큰 슬픔이나 고통을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한다.

• 삶에서 큰 슬픔이나 고통을 안겨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쓴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1~2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요한이 본 시현이 계속된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보았는가?

학생 두 명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한다.

설명문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복천년이 시작되면, 지구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타락이 있기 전에 지구는 달의 영광, 즉 낙원의 상태였다.
복천년 후에 지구는 해의 영광 상태로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준비가 될
것이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요한계시록 21:1)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보았다.

설명문 2
요한이 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성이다. 이 성에는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어 간 에녹의 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거룩한 성”은
내려와서 성도들이 지상에 세우게 될 새 예루살렘, 즉 시온과 결합할 것이다.(모세서
7:62~64참조)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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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1장 3~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은 더는 죽음이나 슬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이 진리를
칠판에적는다.)

칠판에 열거해 놓은, 우리에게 슬픔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학생들의
주의를돌린다.

•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없애 주실 것을 알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있을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수도있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충실하게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약속하시는가?

• 재림에 앞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에 관해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기는 자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어떤 것들을극복했겠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점술가[sorcerer]는
악령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며, 음행하는 자[whoremonger]는
간통이나 간음을 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줄 수있다.

• 8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무엇을 겪게 되는가? (둘째사망)

둘째 사망은 고의로 빛과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후에 겪을 영적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힐라맨서 14:16~19참조)

요한계시록 21장 9~21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성을
묘사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성에 커다란 성벽이 있으며 열두 천사가 열두 문을 지키고
있음을보았다.

몇몇요한계시록 21장 22~27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이 해의 영광의 성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이 성에 대해 무엇을 알게되었는가?

• 27절에 따르면, 누가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들만 들어가게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이 자신의 시현에 대한 기록을 마치다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들이 해의 영광의 성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진리를
찾아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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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그림을 보여 주거나 칠판에 그리는
것을 고려해본다.

한 학생에게는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칠판 앞으로 나와 그 낭송을 들으면서
요한이 보좌 외에 또 무엇을 보았는지를
그려 보라고한다.

• 요한은 하나님의 해의 영광의 성에서
또 무엇을보았는가?

그 학생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한다.

• 2절에 따르면, 요한은 생명나무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 나무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할 수있었다.)

학생들에게 몰몬경에는 리하이와 니파이
둘 다 생명나무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고
기록된 점을 상기시킨다. 니파이는 그
나무와 생수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함을 알게 되었다.(니파이전서 11:25참조) 그 학생이 그린 나무와 강 옆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쓴다.

•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요한복음 3:16;요한1서 4:9참조] 이 나무의 열매는 또한 속죄의 축복들을
상징할 수도있다.)

요한계시록 22장 3~10절에 대한 요약으로, 요한은 해의 영광의 성을 본 것 외에도
자신에게 말을 전한 천사로부터 자신에게 계시된 것들이 참되다는 증거도
받았다고설명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2장 11~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무엇을 하실것인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하는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포함하여 속죄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설명한다.

• 14절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고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고설명한다.)

제16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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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의 축복 중에서 부활의 은사와 같이 몇몇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영생과 같은 다른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설명한다.

다음 질문들을 칠판에적는다.

여러분은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계명과 가르침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려고노력했는가?

이런 계명을 적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었는가?

학생들에게 경전 학습 일지에 적은 것과 경전에 메모하거나 표시한 것, 올해 공부한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살펴 보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수업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적으라고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몇몇 학생들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상기시킨다.)

요한계시록 22장 15~19절에 대한 요약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해의
영광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었다고 증거하셨으며,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권유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담긴 메시지를 변경하지
말라고경고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이 경전을 사랑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돕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세미나리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경전을 읽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들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내년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몰몬경을 읽기 위해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어떤 간청을 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요한은 어떤 간청을했는가?

•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다고생각하는가?

학생들이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찾은 진리들에 대해 간증하고 수업을마친다.

제16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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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계시록 12~22장(32단원)
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준비 자료
일일 가정 학습 요약
다음은 학생들이 요한계시록 12~22장(32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운 사건, 교리, 원리를 요약한 것으로, 수업에서 가르치는 데
사용할 자료는 아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업에서는 이 교리와 원리 중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따른다.

첫째 날(요한계시록 12~13장)
학생들은 용과 여자와 아이에 대한 요한의 시현을 공부하면서 다음 진리를 배웠다. 용으로 상징된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을 멸하려고 한다. 이 전쟁은 전세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간증에 충실히 남음으로써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다.

둘째 날(요한계시록 14~16장)
후기에 지상으로 돌아오는 한 천사를 본 요한의 시현에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를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거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셨다. 또한 다음 원리들을 배웠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죽은 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축복을 받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깨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셋째 날(요한계시록 17~19장)
학생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악을 이기실 것을 배웠다. 또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시키면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 닥칠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림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다음 원리를
배웠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준비될 것이다.

넷째 날(요한계시록 20~22장)
요한의 시현이 마무리되는 20~22장에서, 학생들은 다음 진리들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은 더는 죽음이나
슬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고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소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천년을 통치하시기 직전과 통치하시는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간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를 목격했으며, 마지막 심판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을보았다.

939



교수 제언
요한계시록 20:1~6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천년을 통치하시기 직전과 통치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시현으로 보다
학생들에게 (미술 대회나 체육 대회 등)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여했던 대회
또는 경기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대회나 경기에
참여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대회나 경기의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는 여러분이 그것을 치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있겠는가?

• 왜 사람들은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게 되겠는가? 여러분이 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겼던 적은언제인가?

학생들에게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선과 악 간의 전쟁과 그 전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에게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이 전쟁
동안 자신이 구주께 충실히 남도록 동기를 주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복천년 동안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찾아보라고한다.

• 복천년 동안 사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것인가?

• 3절에 따르면, 사탄은 결박되므로 무엇을 하지 못할것인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4~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는지 찾아보라고한다.

• 4절에 따르면, 요한은 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보았는가?

• 이 사람들은 자신의 충실함으로 어떤 상을받았는가?

• 그들은 복천년 동안 무엇에 참여하게 되는가? (첫째부활)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요한계시록 20장
4~6절에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했으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의인들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한다.(모사이야서 15:21~25;앨마서 40:16~20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은 의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639; 제임스 이 탈매지,신앙개조, 344쪽 참조) 첫째 부활에 나아올 사람들에는
“모든 선지자들[과] …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모사이야서 15:22)과,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지”(모사이야서 15:24; 또한교리와 성약 45:54참조) 아니하여 무지한
가운데 죽은 사람들과,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이
포함된다.(모사이야서 15:25;모로나이서 8:4~24참조) 악인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부활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둘째 부활은 복천년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85참조)

•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악과의 싸움에 충실히 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되는가?

가정  학습반  공과 :  3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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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남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간증한다.

요한계시록 20:7~11
요한이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투를 보다

다음 미완성 문장을 칠판에 쓴다.복천년이 끝날때, …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요한이 복천년이 끝날 때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묘사했는지 찾아보라고한다.

몇몇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찾은 것을 적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을한다.

• 요한은 어떤 사건들을 묘사했는가? (8절에 나오는곡과마곡이라는 명칭은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싸우기 위해 보낼 군대를 말한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88:110~114참조])

• 이 전쟁이 끝나면,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이
대답하고 나면, 칠판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완성한다.복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투의 최종 결과를 아는 것은 왜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0:12~15
요한이 마지막 심판을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마지막
심판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고한다.

•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들기를바라는가?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찾아보라고한다.

•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 12절에서는 어떤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다음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 요한은 어떤 책들을 보았는가? (경전, 구원 의식과 아마도 그 밖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 기록, 생명책[니파이후서 29:10~11;교리와 성약 128:6~7;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Bible Dictionary, “Book of life”참조])

•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또 무엇을 배웠는가? (주:학생들은 32단원: 넷째 날,
과제 3에서 마지막 심판에 관해 가르치는 다른 성구들을찾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 외에도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37:9참조; 또한앨마서
41:3~5참조)

가정  학습반  공과 :  3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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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알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이있겠는가?

이 교리와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간증한다.

한 학생에게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집에서 공부할 때 이 성구에서 배운 원리를 떠올려 보라고한다.

• 여러분은 이 성구에서 어떤 원리를 배웠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모든 축복을 받고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이 원리를
칠판에적는다.)

• 왜 이 진리는 신약전서 학습을 끝마치는 데적합한가?

학생들에게 올해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진리 중 몇 가지를 나누어
달라고 해도 좋다. 그런 진리에 대한 간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매일 경전을 공부하라고 격려한다. 그들이 내년에도 세미나리에
참석할 예정이거나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몰몬경을 읽기
시작하라고권유한다.

가정  학습반  공과 :  3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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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전 독서표
우리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1)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2) 학습 과정에 해당하는 경전을 읽도록 권장한다. (신약전서 읽기를 확인할 수
있는 표는신약전서 성구 익히기 카드와 함께 LDS.org와 store.lds.org[물품 번호
10480]에서 찾을 수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읽기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서표를 나누어 줄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학생들의 일일 경전 읽기 현황을 보고하고 싶다면 경전 읽기 보고
유의 사항에 나오는 지침을 따른다. 이 유의 사항을 보려면 si.lds.org에서 “scripture
reading reporting instructions”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검색하면된다.

신약전서 독서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마태복음

17 18 19 20 21 22 23 조셉 스미스—마태
1

25 26 27 28

마가복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누가복음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요한복음

17 18 19 20 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사도행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로마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고린도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고린도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갈라디아서 1 2 3 4 5 6

에베소서 1 2 3 4 5 6

빌립보서 1 2 3 4

골로새서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1 2 3 4 5

데살로니가후서 1 2 3

디모데전서 1 2 3 4 5 6

디모데후서 1 2 3 4

디도서 1 2 3

빌레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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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야고보서 1 2 3 4 5

베드로전서 1 2 3 4 5

베드로후서 1 2 3

요한1서 1 2 3 4 5

요한2서 1

요한3서 1

유다서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

일일 경전 독서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94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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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반 교사를 위한 공과
진도 안내
36주 일정 제언

주 공과 경전 블록

1 첫째 날: 제1과 신약전서 소개

둘째 날: 제2과 구원의 계획

셋째 날: 제3과 학습자의 역할

넷째 날: 제4과 경전 공부

다섯째 날: 제5과 신약전서 배경 및 개요

2 첫째 날: 제6과 마태복음 1~2장

둘째 날: 제7과 마태복음 3장

셋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넷째 날: 제8과 마태복음 4장

다섯째 날: 제9과 마태복음 5:1~16

마태복음 1:1~5:16

3 첫째 날: 제10과 마태복음 5:17~48

둘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셋째 날: 제11과 마태복음 6장

넷째 날: 제12과 마태복음 7장

다섯째 날:제57과 제13 마태복음 8~10장

마태복음 5:17~10:42

4 첫째 날: 제14과 마태복음 11~12

둘째 날: 제15과 마태복음 13:1~23

셋째 날: 제16과 마태복음 13:24~58

넷째 날: 제17과 마태복음 14장

다섯째 날: 제18과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1~15장

5 첫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둘째 날: 제19과 마태복음 16장

셋째 날: 제20과 마태복음 17장

넷째 날: 제21과 마태복음 18장

다섯째 날: 제22과 마태복음 19~20장

마태복음 16~20장

6 첫째 날: 제23과 마태복음 21:1~16

둘째 날: 제24과 마태복음 21:17~22:14

셋째 날: 제25과 마태복음 22:15~46

넷째 날: 제26과 마태복음 23장

다섯째 날: 제27과: 조셉 스미스—마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1~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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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과 경전 블록

7 첫째 날: 제28과 마태복음 25:1~13

둘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셋째 날: 제29과 마태복음 25:14~46

넷째 날: 제30과 마태복음 26:1~30

다섯째 날: 제31과 마태복음 26:31~75

마태복음 25~26장

8 첫째 날: 제32과 마태복음 27:1~50

둘째 날: 제33과 마태복음 27:51~28:20

셋째 날: 제34과 마가복음 1장

넷째 날: 제35과 마가복음 2~3장

다섯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마태복음 27장~마가복음 3장

9 첫째 날: 제36과 마가복음 4~5장

둘째 날: 제37과 마가복음 6장

셋째 날: 제38과 마가복음 7~8장

넷째 날: 제39과 마태복음 9:1~29

다섯째 날: 제40과 마가복음 9:30~50

마가복음 4~9장

10 첫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둘째 날: 제41과 마가복음 10장

셋째 날: 제42과 마가복음 11~16장

넷째 날: 제43과 누가복음 1장

다섯째 날: 제44과 누가복음 2장

마가복음 10장~누가복음 2장

11 첫째 날: 제45과 누가복음 3~4장

둘째 날: 제46과 누가복음 5장

셋째 날: 제47과 누가복음 6:1~7:18

넷째 날: 제48과 누가복음 7:18~50

다섯째 날: 제49과 누가복음 8~9장

마가복음 3~9장

12 첫째 날: 제50과 누가복음 10:1~37

둘째 날: 제51과 누가복음 10:38~12:59

셋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넷째 날: 제52과 누가복음 13~14장

다섯째 날: 제53과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15장

13 첫째 날: 제54과 누가복음 16장

둘째 날: 제55과 누가복음 17장

셋째 날: 제56과 누가복음 18~21장

넷째 날: 제57과 누가복음 22장

다섯째 날: 제58과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16~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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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첫째 날: 제59과 누가복음 24장

둘째 날: 제60과 요한복음 1장

셋째 날: 제61과 요한복음 2장

넷째 날: 제62과 요한복음 3장

다섯째 날: 제63과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24장~요한복음 4장

15 첫째 날: 제64과 요한복음 5장

둘째 날: 제65과 요한복음 6장

셋째 날: 제66과 요한복음 7장

넷째 날: 제67과 요한복음 8:1~30

다섯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요한복음 5장~8:30

16 첫째 날: 제68과 요한복음 8:31~59

둘째 날: 제69과 요한복음 9장

셋째 날: 제70과 요한복음 10장

넷째 날: 제71과 요한복음 11장

다섯째 날: 제72과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31~12:50

17 첫째 날: 제73과 요한복음 13장

둘째 날: 제74과 요한복음 14장

셋째 날: 제75과 요한복음 15장

넷째 날: 제76과 요한복음 16장

다섯째 날: 제77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3~17장

18 첫째 날: 제78과 요한복음 18~19장

둘째 날: 제79과 요한복음 20장

셋째 날: 제80과 요한복음 21장

넷째 날: 예비일(“마태복음~요한복음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시행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다섯째 날: 예비일(“마태복음~요한복음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검토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요한복음 18~21장

19 첫째 날: 제81과 사도행전 1:1~8

둘째 날: 제82과 사도행전 1:9~26

셋째 날: 제83과 사도행전 2장

넷째 날: 제84과 사도행전 3장

다섯째 날: 제85과 사도행전 4~5장

사도행전 1~5장

20 첫째 날: 제86과 사도행전 6~7장

둘째 날: 제87과 사도행전 8장

셋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넷째 날: 제88과 사도행전 9장

다섯째 날: 제89과 사도행전 10~11장

사도행전 6~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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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첫째 날: 제90과 사도행전 12장

둘째 날: 제91과 사도행전 13~14장

셋째 날: 제92과 사도행전 15장

넷째 날: 제93과 사도행전 16장

다섯째 날: 제94과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2~17장

22 첫째 날: 제95과 사도행전 18~19장

둘째 날: 제96과 사도행전 20~22장

셋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넷째 날: 제97과 사도행전 23~26장

다섯째 날: 제98과 사도행전 27~28장

사도행전 18~28장

23 첫째 날: 제99과 로마서 1~3장

둘째 날: 제100과 로마서 4~7장

셋째 날: 제101과 로마서 8~11장

넷째 날: 제102과 로마서 12~16장

다섯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로마서 1~16장

24 첫째 날: 제103과 고린도전서 1~2장

둘째 날: 제104과 고린도전서 3~4장

셋째 날: 제105과 고린도전서 5~6장

넷째 날: 제106과 고린도전서 7~8장

다섯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고린도전서 1~8장

25 첫째 날: 제107과 고린도전서 9~10장

둘째 날: 제108과 고린도전서 11장

셋째 날: 제109과 고린도전서 12장

넷째 날: 제110과 고린도전서 13~14장

다섯째 날: 제111과 고린도전서 15:1~29

고린도전서 9장~15:29

26 첫째 날: 제112과 고린도전서 15:30~16:24

둘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셋째 날: 제113과 고린도후서 1~3장

넷째 날: 제114과 고린도후서 4~5장

다섯째 날: 제115과 고린도후서 6~7장

고린도전서

15:30~고린도후서 7장

27 첫째 날: 제116과 고린도후서 8~9장

둘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셋째 날: 제117과 고린도후서 10~13장

넷째 날: 제118과 갈라디아서 1~4장

다섯째 날: 제119과 갈라디아서 5~6장

고린도후서

8장~갈라디아서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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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과 경전 블록

28 첫째 날: 제120과 에베소서 1장

둘째 날: 제121과 에베소서 2~3장

셋째 날: 제122과 에베소서 4장

넷째 날: 제123과 에베소서 5~6장

다섯째 날: 제124과 빌립보서 1~3장

에베소서 1장~빌립보서 3장

29 첫째 날: 제125과 빌립보서 4장

둘째 날: 제126과 골로새서

셋째 날: 제127과 데살로니가전서 1~2장

넷째 날: 제128과 데살로니가전서 3~5장

다섯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빌립보서 4장~데살로니가전서
5장

30 첫째 날: 제129과 데살로니가후서

둘째 날: 제130과 디모데전서

셋째 날: 제131과 디모데후서 1~2장

넷째 날: 제132과 디모데후서 3~4장

다섯째 날: 제133과 디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디도서
3장

31 첫째 날: 제134과 빌레몬서

둘째 날: 제135과 히브리서 1~4장

셋째 날: 제136과 히브리서 5~6장

넷째 날: 제137과 히브리서 7~10장

다섯째 날: 제138과 히브리서 11장

빌레몬서 1장~히브리서 11장

32 첫째 날: 제139과 히브리서 12~13장

둘째 날: 제140과 야고보서 1장

셋째 날: 제141과 야고보서 2장

넷째 날: 제142과 야고보서 3장

다섯째 날: 제143과 야고보서 4~5장

히브리서 12장~야고보서 5장

33 첫째 날: 제144과 베드로전서 1~2장

둘째 날: 제145과 베드로전서 3~5장

셋째 날: 예비일(예비일 활용 제언 참조)

넷째 날: 제146과 베드로후서 1장

다섯째 날: 제147과 베드로후서 2~3장

베드로전서~베드로후서

34 첫째 날: 제148과 요한1서

둘째 날: 제149과 요한2서~요한3서

셋째 날: 제150과 유다서

넷째 날: 제151과 요한계시록 1장

다섯째 날: 제152과 요한계시록 2~3장

요한1서~요한계시록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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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과 경전 블록

35 첫째 날: 제153과 요한계시록 4~5장

둘째 날: 제154과 요한계시록 6~11장, 1부

셋째 날: 제155과 요한계시록 6~11장, 2부

넷째 날: 제156과 요한계시록 12~13장

다섯째 날: 제157과 요한계시록 14~16장

요한계시록 4~16장

36 첫째 날: 제158과 요한계시록 17~19장

넷째 날: 제159과 요한계시록 20장

셋째 날: 제160과 요한계시록 21~22장

넷째 날: 예비일(“사도행전~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시행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다섯째 날: 예비일(“사도행전~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검토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요한계시록 17~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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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일 활용 제언
매일반 교사를 위한 공과 진도 안내는 한 해 동안 36주, 즉 180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이 교재에는 160개의 매일반 공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20일에 해당하는 공과는 교수
자료 없이 남겨 두었다. 이 20일의 “예비일”은 다음과 같은 가치 있는 목표와 활동을 위해
지혜롭게 활용하도록한다.

1. 평가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자신과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은 학습 평가 시험을 준비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이 반에서 배운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믿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고자마련되었다.

2014년에 세미나리 졸업 필수 요건이 변경되어,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 각 학습
과정에 해당하는 학습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은 한 학기(반년)마다 한 번씩
학습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각 평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대략 40분 또는
매일반 수업 한 시간을 할애하여 평가 시험을 시행한다. (2) 그다음 수업 시간에
평가의 답안을 수정하고 토론한다. 이 검토 시간은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만일 수업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평가 시험을 시행하고
검토하는 데 한 번의 수업 시간만 할애해야한다.

평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세미나리 졸업 필수 요건으로 학습
평가를 추가한다고 발표할 때, 칠십인 정원회의 폴 브이 존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사의 태도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일 교사들이 이 평가가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교사는 이 평가를 반원들을 돕는 방법으로 여길
것입니다. …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저는 교사들이 이 평가를 조정 장치나 클럽의
일종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클럽에는 두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를 타격할 때 사용하는 (곤봉 같은) 둔기, 또 하나는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엘리트
단체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이 평가를 자신들의 삶을 정말로
축복하는 것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Elevate Learning Announcement”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global faculty meeting, June 20, 2014],
si.lds.org)

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웹사이트(si.lds.org)에서 assessment(평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선택 가능한 다른 평가들을 찾을 수있다.

2. 매일반 수업을 상황에 맞게 조정함.공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다. 또한, 몇몇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추가 교수 제언을 적용해서 가르치거나, 특정 경전 구절이나 복음 주제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고 싶을 수도 있다. 예비일을
활용하면 이러한 유익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계획된 진도를 맞추고
순차적으로 경전을 가르치는 일을 해낼 수있다.

3. 주요 성구와 기본 교리들을 익힘.여러분은 교재와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구절의
복습 활동을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반 학생들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과 흥미에 맞는
성구 익히기 복습 활동을 여러분이 추가로 고안해도 좋다. 또한, 예비일의 일부를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복습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할애할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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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자료를 복습함.주기적으로 이전 수업이나 경전의 특정 부분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서 배운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가 자기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비일을 활용하여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또한, 이전 자료를 복습하는 퀴즈나 학습 활동을 고안하고 실행할 수있다.

5. 갑작스런 일정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학교 활동이나 모임, 지역사회 행사, 날씨 및
다른 방해 요소 때문에 간헐적으로 수업을 취소하거나 단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갑작스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일을 활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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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반 교사를 위한
공과 진도 안내
본 교재에는신약전서 학습 지도서: 세미나리 가정 학습반 학생용의 32개 단원에
상응하는 32개의 가정 학습반 공과가 실려 있다. 여러분은 필수 요건인 학습 평가를
시행하고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4개의 수업 시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니, 총 36개의
수업을 하게 된다.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 가르칠 것인가에 따라 공과와 진도를 조정할
수있다.

단원 가정 학습반 공과

1단원 첫째 날: 구원의 계획

둘째 날: 학습자의 역할

셋째 날: 경전 공부

넷째 날: 신약전서 소개 및 배경

교사 공과: 구원의 계획~신약전서 소개 및 배경

2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1~2장

둘째 날: 마태복음 3장

셋째 날: 마태복음 4장

넷째 날: 마태복음 5장

교사 공과: 마태복음 1~5장

3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6~7장

둘째 날: 마태복음 8~10장

셋째 날: 마태복음 11~12장

넷째 날: 마태복음 13:1~23

교사 공과: 마태복음 6:1~13:23

4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13:24~58

둘째 날: 마태복음 14장

셋째 날: 마태복음 15장

넷째 날: 마태복음 16~17장

교사 공과: 마태복음 13:24~17:27

5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18~20장

둘째 날: 마태복음 21:1~16

셋째 날: 마태복음 21:17~22:14

넷째 날: 마태복음 22:15~46

교사 공과: 마태복음 18~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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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가정 학습반 공과

6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23장

둘째 날: 조셉 스미스—마태; 마태복음 24장

셋째 날: 마태복음 25장

넷째 날: 마태복음 26:1~30

교사 공과: 마태복음 23:1~26:30

7단원 첫째 날: 마태복음 26:31~75

둘째 날: 마태복음 27~28장

셋째 날: 마가복음 1장

넷째 날: 마가복음 2~3장

교사 공과: 마태복음 26:31~마가복음 3:35

8단원 첫째 날: 마가복음 4~5장

둘째 날: 마가복음 6~8장

셋째 날: 마가복음 9:1~29

넷째 날: 마가복음 9:30~50

교사 공과: 마가복음 4~9장

9단원 첫째 날: 마가복음 10~16장

둘째 날: 누가복음 1장

셋째 날: 누가복음 2장

넷째 날: 누가복음 3~4장

교사 공과: 마가복음~누가복음 4장

10단원 첫째 날: 누가복음 5장

둘째 날: 누가복음 6:1~7:18

셋째 날: 누가복음 7:18~50

넷째 날: 누가복음 8:1~10:37

교사 공과: 누가복음 5:1~10:37

11단원 첫째 날: 누가복음 10:38~12:59

둘째 날: 누가복음 13~15장

셋째 날: 누가복음 16장

넷째 날: 누가복음 17장

교사 공과: 누가복음 10:38~17:37

12단원 첫째 날: 누가복음 18~21장

둘째 날: 누가복음 22장

셋째 날: 누가복음 23~24장

넷째 날: 요한복음 1장

교사 공과: 누가복음 18장~요한복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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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가정 학습반 공과

13단원 첫째 날: 요한복음 2장

둘째 날: 요한복음 3장

셋째 날: 요한복음 4장

넷째 날: 요한복음 5~6장

교사 공과: 요한복음 2~6장

14단원 첫째 날: 요한복음 7장

둘째 날: 요한복음 8장

셋째 날: 요한복음 9장

넷째 날: 요한복음 10장

교사 공과: 요한복음 7~10장

15단원 첫째 날: 요한복음 11장

둘째 날: 요한복음 12장

셋째 날: 요한복음 13장

넷째 날: 요한복음 14~15장

교사 공과: 요한복음 11~15장

16단원 첫째 날: 요한복음 16장

둘째 날: 요한복음 17장

셋째 날: 요한복음 18~19장

넷째 날: 요한복음 20~21장

교사 공과: 요한복음 16~21장

“마태복음~요한복음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시행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마태복음~요한복음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검토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17단원 첫째 날: 사도행전 1:1~8

둘째 날: 사도행전 1:9~26

셋째 날: 사도행전 2장

넷째 날: 사도행전 3~5장

교사 공과: 사도행전 1~5장

18단원 첫째 날: 사도행전 6~7장

둘째 날: 사도행전 8장

셋째 날: 사도행전 9장

넷째 날: 사도행전 10~12장

교사 공과: 사도행전 6~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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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가정 학습반 공과

19단원 첫째 날: 사도행전 13~14장

둘째 날: 사도행전 15장

셋째 날: 사도행전 16~17장

넷째 날: 사도행전 18~19장

교사 공과: 사도행전 13~19장

20단원 첫째 날: 사도행전 20~22장

둘째 날: 사도행전 23~28장

셋째 날: 로마서 1~3장

넷째 날: 로마서 4~7장

교사 공과: 사도행전 20장~로마서 7장

21단원 첫째 날: 로마서 8~11장

둘째 날: 로마서 12~16장

셋째 날: 고린도전서 1~2장

넷째 날: 고린도전서 3~6장

교사 공과: 로마서 8장~고린도전서 6장

22단원 첫째 날: 고린도전서 7~8장

둘째 날: 고린도전서 9~10장

셋째 날: 고린도전서 11장

넷째 날: 고린도전서 12~14장

교사 공과: 고린도전서 7~14장

23단원 첫째 날: 고린도전서 15:1~29

둘째 날: 고린도전서 15:30~16:24

셋째 날: 고린도후서 1~3장

넷째 날: 고린도후서 4~7장

교사 공과: 고린도전서 15장~고린도후서 7장

24단원 첫째 날: 고린도전서 8~9장

둘째 날: 고린도전서 10~13장

셋째 날: 갈라디아서

둘째 날: 에베소서 1장

교사 공과: 고린도후서 8장~에베보서 1장

25단원 첫째 날: 에베소서 2~3장

둘째 날: 에베소서 4~6장

셋째 날: 빌립보서 1~3장

넷째 날: 빌립보서 4장

교사 공과: 에베보서 2장~빌립보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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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가정 학습반 공과

26단원 첫째 날: 골로새서

둘째 날: 데살로니가전서

셋째 날: 데살로니가후서

넷째 날: 디모데전서

교사 공과: 골로새서~디모데전서

27단원 첫째 날: 디모데후서

둘째 날: 디도서

셋째 날: 빌레몬서

넷째 날: 히브리서 1~4장

교사 공과: 디모데후서 1장~히브리서 4장

28단원 첫째 날: 히브리서 5~6장

둘째 날: 히브리서 7~10장

셋째 날: 히브리서 11장

넷째 날: 히브리서 12장~야고보서 1장

교사 공과: 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

29단원 첫째 날: 야고보서 2~3장

둘째 날: 야고보서 4~5장

셋째 날: 베드로전서 1~2장

넷째 날: 베드로전서 3~5장

교사 공과: 야고보서 2장~베드로전서 5장

30단원 첫째 날: 베드로후서

둘째 날: 요한1서

셋째 날: 요한2서~요한3서

넷째 날: 유다서

교사 공과: 베드로후서~유다서

31단원 첫째 날: 요한계시록 1~3장

둘째 날: 요한계시록 4~5장

셋째 날: 요한계시록 6~7장

넷째 날: 요한계시록 8~11장

교사 공과: 요한계시록 1~11장

32단원 첫째 날: 요한계시록 12~13장

둘째 날: 요한계시록 14~16장

셋째 날: 요한계시록 17~19장

넷째 날: 요한계시록 20~22장

교사 공과: 요한계시록 12~22장

“사도행전~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시행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사도행전~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약전서 과정 학습 평가”를 검토하기에 적당한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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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 소개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은 네 개의 세미나리 과정 각각에 대하여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을 선별했다. 이 구절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일과 신앙을 강화하는 일에 중요한
경전적 기반을 제공한다. 신약전서 과정의 성구 익히기 구절은 다음과같다.

마태복음 5:14~16

마태복음 11:28~30

마태복음 16:15~19

마태복음 22:36~39

마태복음 28:19~20

누가복음 24:36~39

요한복음 3:5

요한복음 14:6

요한복음 14:15

요한복음 17:3

사도행전 2:36~38

사도행전 3:19~21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전서 15:20~22

고린도전서 15:40~42

갈라디아서 5:22~23

에베소서 4:11~14

빌립보서 4:13

데살로니가후서 2:1~3

디모데후서 3:15~17

히브리서 12:9

야고보서 1:5~6

야고보서 2:17~18

베드로전서 4:6

요한계시록 20:12

세미나리 학생들은 이 구절들을 더욱 “익히도록” 권장받는다. 여러분이 해당 구절을 익혀
두면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구 익히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포함된다.

• 관련 성구의 출처를 앎으로써 해당 성구를찾는다.

• 경전 구절의 문맥과 내용을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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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 구절에서 가르치는 복음 원리와 교리를적용한다.

• 성구를암기한다.

일관성, 기대치, 방법
학생들의 성구 익히기를 돕고자 계획할 때,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언급하고, 적절한 기대치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방식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면 더욱 성공을 거두게 될것이다.

일관성 있게 반복하여 성구 익히기를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진리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장기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일 년 동안의 학습 과정을 대략 계획해 보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전 구절을 익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활동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결정한다. 성구 익히기 활동이 매일 순차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생들과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복습하는 데 매일 몇 분 정도를
쓰겠다고 계획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매주 한두 번 정도 10~15분에 걸쳐 간단한 성구
익히기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도 좋으나, 그것이 일관적이고 적절한 것이
되도록노력한다.

각 학생의 능력을 바탕으로 성구 익히기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경전 구절을 암기하는
데는 학습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성구를 익히는 것은 학생들의 태도와 기꺼이
노력하려는 마음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전달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한다. 암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기대치와 교수법을 기꺼이조정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성격과 학습 양식에 맞게 경전 구절 암송 방법을 다양화한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상황에서 현명하게 활동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경전 및 교리를
익히는 데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교재의 여러 과에는 성구 익히기를 가르칠
적절한 방법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성구 익히기 교수법을 추가로 찾아보려면 이 부록의
“성구 익히기 활동” 부분을참조한다.

교재에 있는 성구 익히기
성구 익히기는 여러 방식으로 교재에 적혀 있다. 성구 익히기 아이콘은 수업
자료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구 익히기 구절은 그

구절이 나오는 과의 맥락 안에서 소개되고 다루어질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이 포함된
과의 끝부분에는 그 구절을 다루는 추가적인 교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추가 교수
방안은 각 성구와 관련된 성구 익히기의 네 가지 요소(찾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암기하기) 간에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공과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추가 교수 방안은 그 구절을 찾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일것이다.

또한, 이 교과 과정에는 여러분 반의 성구 익히기 목표에 부합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구 익히기 복습 활동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 복습 활동은
부록에 있는 성구 익히기 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공과를 시작할 때나 끝낼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이런 복습 활동 중 하나를 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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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 접근법 제언
학생들이 구절찾기능력을 키우도록, 이 과정을 시작할 즈음에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소개한 뒤, 과정 전체를 진행해 나가면서 각 구절들을 심도 있게 익히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는, 매달 구절을 몇 개씩 소개하고, 그 한 달은 소개한 구절들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성구를 소개할 때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전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에 표시하도록 격려하며, 학생들이 핵심 단어와 성구의 출처를 기억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각 구절에 담긴 교리와 원리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영적
생각 시간에 성구 익히기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 구절을 기억하고 찾는 법을 서로
가르치도록 학생들에게 임무를 줌으로써 성구 익히기 구절을 소개하는 데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정기적인 퀴즈 및 성구 찾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그 예로 부록에 있는 성구 익히기 활동을
참조한다.) 이 과정에 해당하는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 목록은 학생 서표 및 성구 익히기
카드에 수록되어있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매일 수업 중에 이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이 구절에 담긴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들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교재의 부록에 있는 성구 익히기 활동을 활용해도 좋다. 성구 익히기
구절에 담긴 진리가 자신이 기본 교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영적 생각 시간이나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준다.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찾은 진리를 학생들이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이
구절에 담긴 진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라고 격려한다. 학생들이 배운 진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끔 반 게시판에 성구 익히기
구절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또는, 수업 중에 성구 익히기 구절을 활용하여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준다.(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활동에 나온 제언들을 참조한다.) 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이
나오는 수업에서 배우는 원리들을 적용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적 순서나 다른
시간에 학생들이 경험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배운 진리에 관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학생들이 25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을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달 수업에서 반드시
두세 개의 구절들을 암기하기로 계획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구절들은 집에서 외우도록
과제를 줘도 된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암기하거나, 부모 혹은 가족에게 구절을 암송해
보일 수 있다.) 반원들에게 구절을 암송해 보라고 하거나 짝과 함께 암기할 시간을
줌으로써 매일 영적 시간의 일부를 암기하는 데 사용해도 좋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소그룹으로, 또는 반원들 앞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암송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부록에 나오는 성구 익히기 활동에는
여러 가지 암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암기 기대치를
조절하도록 주의한다. 학생들이 성구를 암기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난처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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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 활동
소개

본 난에는 학생들이 핵심 성구를 익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실려 있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때, 학생들은 자립하여 경전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평생 동안 이런 성구 익히기 기술을 활용하여 경전에 나오는 성구를
찾고, 이해하며, 적용하고 암기할 수 있다. 성구 익히기의 각 요소에 대한 교수 방안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성구를 더욱 성공리에
익히도록 도움을 줄 수있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성구에 표시하기
성구 익히기 구절에 표시를 하면 학생들이 이 성구들을 기억하고 좀 더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핵심 성구는 다른 성구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본다.

책명 익히기
학생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명과 순서를 외우면 성구 익히기 구절을 더욱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명과 친숙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의예이다.

• 목차 찾기—학생들이 성경에 나오는 목차를 숙지하면, 성구 익히기 구절이 들어 있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이된다.

• 노래 부르기—친숙한 찬송가나 초등회 노래의 가사를 신약전서의 책명으로 바꾼다.
학생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친다.(또는 “신약전서(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Children’s Songbook, 116: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의 선율에 신약전서 각 책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인 초등회 노래—옮긴이]
노래를 사용한다.) 학생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책명과 순서를 기억하도록 일 년 내내
주기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한다.

• 첫 글자 활용하기—칠판에 책명의 첫 글자(또는 초성)를 적는다.(마, 마, 누, 요 등등)
학생들에게 각 글자에 해당하는 책명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책명을 외워서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활동을되풀이한다.

• 기록서 찾기—성구 익히기 구절이 나오는 기록서의 책명을 크게 말한 뒤, 학생들에게
각자 경전을 한 번에 펼쳐서 그 기록서 안의 아무 페이지나 나오도록 해 보라고 한다.
반 전체가 각 기록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잰다. 학생들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각
기록서의 책명을 기억하고 찾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도좋다.

참조 성구와 내용을 기억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의 위치와 내용을 알 때, 성신은 필요한 경우에 참조 성구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요한복음 14:26참조) “물과 성령으로 나[다]”(요한복음 3:5),
“성령의 열매”(갈라디아서 5:22~23)와 같은 핵심어나 문구는 학생들이 각 성구에 있는
내용과 교리적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방법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참조 성구를 내용이나 핵심어와 연관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이나 경연, 또는
시간을 재며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숙지한
이후인 당해 학년도 후반기에 하도록 남겨 두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963



• 출처와 핵심 단어—성구 익히기 카드에 나오는 각 성구 익히기 구절의 출처 및 핵심
단어를 암기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성구 익히기 카드는 store.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성구 익히기 카드를 만들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짝과 함께 카드를 공부하고 서로 퀴즈를 내도록 시간을 준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함께 공부하고 문제를 내 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에 더 능숙해지면, 그 구절에서 나온 교리와 원리의 배경이나 적용 내용을
단서로 활용해 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퀴즈 질문을 받은 사람은 말이나 글로
대답할 수있다.

• 성구 익히기 카드—이 활동은 일련의 성구 익히기 구절을 소개하거나 복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성구 익히기 카드를 몇 장 골라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준비해 둔다. 각 카드를 여러 장을 준비하여 두 학생 이상이 동일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받게 해야 한다. 각 학생이 서로 다른 성구를 두세 개 가질 수 있도록 카드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면 좋을 것이다.) 카드를 반원들에게 돌리고 각 카드에 있는 성구
익히기 구절, 참조 성구, 핵심어, 배경, 교리 또는 원리, 적용 방안을 공부할 시간을
준다. 카드에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말해 준다.(예를 들면, 성구 익히기 구절에 있는
단어나 핵심 단어, 배경, 교리 또는 원리, 적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가진
학생들이 일어나서 성구 익히기 구절의 출처를 소리 내어말한다.

• 성구 추적하기—학생들이 경전에서 성구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활용한다. 단서로는 성구 익히기 카드에 있는 핵심 단어, 배경, 교리 또는 원리, 적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 단서를 만들어 내도 좋다. 성구 추적하기 활동을 통해
성구를 빨리 찾는 경쟁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성구 익히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구 추적하기 활동을 할 때는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영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학생들이 경전을 불경하게 다루거나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를 상대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두고 겨루게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교사를
상대로 시합을 벌일 수도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정해진 시간 안에 특정 구절을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경합을 할 수도있다.

• 이야기로 추적하기—성구 익히기 구절이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각본을 만들어 이를 단서로 준다. 예를 들어,마태복음 28장 19~20절또는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한 단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영수는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가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신권 소유자의 의무라고 느낀다. 그러나 복음을 잘 가르칠
만큼 지식이 많이 없어서 염려스럽다. 또,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가 힘들까 봐
걱정도 된다. 확신을 구하고자 기도할 때, 영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 가르[치라]’고 명하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셨다는 것을 떠올린다. 영수는 또한 바울이 한 말도 떠올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학생들에게 각본을 들으면서
이 상황과 관련된 성구 익히기 구절을 각자 경전에서 찾아보라고한다.

• 퀴즈와 시험—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할 기회를
준다. 단서는 핵심 단어나 성구의 출처, 구절에서 뽑은 인용문, 또는 그 구절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설명된 각본 등이 될 수 있다. 퀴즈와 시험의 문제는 직접 읽어
주거나 칠판이나 종이에 적어 줄 수 있다. 학생들이 퀴즈나 시험을 치른 후,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짝지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점수가
높은 학생은 점수가 낮은 학생이 공부하고 향상하도록 돕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노력의 일부로서, 각 조는 다음 시험에서 서로의 점수를 합친 총점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학생들의 목표를 게시할 수 있는 도표나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들의 발전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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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단어와 구절 정의하기
성구 익히기 구절의 단어와 구절을 정의해 주면(또는 학생들이 정의하도록 도와주면)
구절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정의를 알아야만 구절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전에 그 정의들을 적어 두라고 권할 수도
있다.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복습할 때 단어와 구절의 의미도복습한다.

배경 파악하기
성구 익히기 구절의 배경을 파악하면 그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배경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말하고 있는가, 구절의 (역사, 문화, 지리적)
상황은 어떠한가, 그 내용이 나오게 된 문제나 정황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라는
호의적인 바리새인이 서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그는 밤에 구주를 찾아와 그분의 교리에
대해 물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복음 3:3)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물었다.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응한 주님의 답변이
들어 있다.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알면,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구 익히기 구절이 포함된 과를 가르칠 때는 그
구절을 둘러싼 배경을 강조한다. 또 아래와 같은 추가 활동도 학생들이 이런 핵심
성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 배경 파악하기—칠판 위쪽에 다음 항목들을 나열한다.화자, 청자, 목적,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한
가지씩 배정한다. 그들에게 칠판에 적힌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배정받은 구절의 배경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칠판에 적게 한 다음, 그런 후 각
그룹에게 배정받은 구절의 배경에 대해, 그리고 그 배경 정보를 앎으로써 각 구절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 각 그룹이 칠판에
적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성구 익히기 구절인지 추측해 보라고
하면 이 활동이 더욱 풍부해질것이다.

분석하기

분석하기에는 성구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여기에는 이런
진리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일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교리와 원리를 생활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 활동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 단서 적기-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들에 더욱 익숙해지면 그 성구가 가르치는
교리와 원리를 나타내는 질문이나 각본, 또는 다른 단서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반에서 퀴즈를 내는 데 활용할 수있다.

설명하기

학생들에게 성구를 설명하게 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경전에서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향상된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 핵심 단어와 구절—학생들에게 동일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각자 읽고 그 성구의
의미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보게 한다. 그런 후 한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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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구를 반원들에 게 읽어 주되, 자기가 고른 단어나 구절을 강조하며 읽으라고
한다. 그 단어나 구절이 성구를 이해하는 데 왜 중요한지를 그 학생에게 설명하게
하고, 다른 두세 학생에게도 그렇게 하게 한다. 학생들은 동일한 성구에서 다른 단어나
구절을 고를 것이다 반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들으면서 성구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있다.

• 영적 순서 준비하기—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사용하여 영적 순서를 준비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발표하도록 기회를 준다. 배경을 요약하고,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며,
의미 있는 경험이나 예를 나누도록 도움을 준다. 학생들에게 성구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실물 공과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해도좋다.

교리와 원리의 중요성 인식하기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도록 돕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참된
교사는 일단 [복음의] 지식을 가르친 뒤에는 … [학생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증거와 이해를 얻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합니다.”(“Teaching by Faith” [address to CES religious educators, Feb. 1, 2002], 5,
si.lds.org; 또한 Teaching Seminary: Preservice Readings [2004], 92참조) 영의 영향력을
통해 원리나 교리의 참됨, 중요성, 그리고 긴박성을 인식할 때,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학생들의 소망은 더욱 커진다. 교사는 성구 익히기 구절에 있는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며 얻은 경험을 나누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이러한 성령의 느낌을
얻고 그 느낌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진리들이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이 가르치는 교리와 원리들의 중요성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만한활동이다.

• 성구에 귀 기울이기—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공과 시간, 연차 대회 말씀,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어떤 성구 익히기 구절이 언급되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 한다. 어떤 구절을 들었으며, 그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가르쳐진 진리와 관련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부탁한다.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 간증할(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간증하게 할) 기회를모색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가르치기

성구 익히기 구절과 기본 교리는 함께 개발했으며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방향을 맞추었다. (성구 익히기 구절은 기본 교리 문서에 두루 나온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배우고 표현하면, 그것은 기본 교리도 배우고 표현하는
셈이 된다. 또한 학생들은 기본 교리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 암기해 두었던
성구 익히기 구절에 의지하여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활용하여
복음의 교리와 원리들을 가르치도록 기회를 주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경전 지식에 대한
확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또한 성구 익히기 구절에 있는 교리와 원리들을 가르치고
간증하면서 자신의 간증도 강화하게 된다. 반에서, 그리고 친구와 가족 및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들을 활용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해 보라고
학생들을격려한다.

• 메시지 발표하기—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바탕으로 3분에서 5분 정도의
말씀이나 수업을 준비하라고 지명한다. 준비는 수업 중에나 가정에서 하게 한다.

966



학생들은 성구 익히기 구절과 더불어 성구 익히기 카드, 경전 안내서, 또는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와 같은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각 말씀이나
수업에는 소개, 성구 익히기 구절, 가르치는 원리에 관한 이야기나 예시, 그리고
학생의 간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의 일환으로 반이나 가정의 밤, 정원회 혹은 반에서 자진해서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세미나리 반 밖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수업을 했다면 그 경험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할 수있다.

• 선교사 역할극—구도자들이 물어볼 만한, 또한 성구 익히기 구절을 이용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적힌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한다.(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학생들을 짝지어 주고, 앞으로 나와 선택한
카드에 적힌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 선교사들이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1) 경전 구절의 배경을 말해 준다. (2) 교리나 원리를 설명한다. (3)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이해하거나 믿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5)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유한다.
반원들에게 각 조가 질문에 대답한 방식에 관해 좋았던 점을 평가해 달라고한다.

• 간증하기—학생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훑어보며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교리나
원리가 포함된 성구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 자신이 선택한 진리를 간증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간증을 나누면,
성신은 그들이 간증하는 교리나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그들의 간증을 듣고 신앙으로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있다.

주:학생들이 그들의 간증을 나눌 기회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간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거나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말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에 관한 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간증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간증을 할 때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탓에 간증 나누기를
꺼리기도 한다. 간증을 할 때는 단순히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교리나 원리를 말해도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간증을 나누는 것은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또는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단순한 일일 수있다.

생활하기

성구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적용하여 생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배울 기회를 얻게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말씀했다.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배우는 사람은 성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가르침, 간증하는 권능, 확신을 주는 증거를 구합니다. 신앙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정신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동기가 된 행동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성신으로부터 기꺼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것입니다.”(“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20쪽)

학생들에게 교리와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간증할 기회를 준다. 다음은
학생들 생활 속에서 성구 익히기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의하나이다.

• 목표 세우기—성구 익히기 카드의 적용 부분을 바탕으로, 성구 익히기 구절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권한다. 가지고 다니면서 상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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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표를 작은 종이에 적어 보라고 한다. 적절한 때에, 성공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한다.

학생들이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
암기하기

성구를 암기하면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가르치는 능력이 향상된다. 학생들이 성구를
암기해 두면, 성신의 도움으로 필요한 때에 그러한 문구와 의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4:26;교리와 성약 11:21참조) 학생들의 능력에 맞추어 암기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기억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경전을 암기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말씀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경전의 힘”,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쪽)

학생들이 성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시작할 때나 끝낼 때 며칠간 잇달아
다음 활동을 반복할 수있다.

• 낱말 잇기—반원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학생당 한 번에 한 낱말씩 말하게 한다.
예를 들어,마태복음 5장 14~16절을 암기하게 하려면, 첫 번째 학생이너희는을
말하면, 두 번째 학생이세상의를, 세 번째 학생은빛이라를 말하는 식으로 성구
전체를 마칠 때까지 말하게 한다. 반원들의 시간을 재며, 목표 시간을 성취하도록 여러
차례 시도하게 한다. 학생들의 순서를 바꿔 가며 이 활동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에게
다른 단어도 말할 기회를준다.

• 첫 글자—성구 익히기 구절에 있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칠판에 쓴다. 칠판에 적힌
글자들을 짚으면서 교사와 반원이 함께 해당 구절을 반복하여 읽되, 필요하면 경전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첫 번째 글자만으로 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낄
때까지 이 활동을 계속한다. 학생들이 구절을 읽어 나갈 때마다 글자 중 몇 개를 지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학생들이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절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성구 읽기를 반복할 수 있을것이다.

• 낱말 퍼즐—줄이 그어진 종이에 성구 익히기 구절에 나오는 낱말들을 여러분 또는
학생들이 쓴다. 성구의 각 행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종이 띠를 길게 자른다.
성구의 단어가 몇 개만 들어가도록 어떤 종이 띠는 더 짧게 자른다. 종이 띠를 섞어서
각 조나 소그룹에 나눠 준다. 경전을 참고하며 종이 띠를 순서대로 정렬하게 한다.
경전을 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연습하게 한다. 활동을 마친 후 그 구절을 소리
내어 암송해 보라고 한다. 어떤 그룹이 가장 빠르게 올바른 순서로 띠를 나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잴 수도 있다. 또는, 모든 그룹이 퍼즐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 전체가 걸리는 시간을 잴 수도 있다. (먼저
끝낸 그룹은 아직 끝내지 못한 그룹을 돕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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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 구절 100개
구약전서 신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모세서 1:39 마태복음 5:14~16 니파이전서 3:7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모세서 7:18 마태복음 11:28~30 니파이후서 2:25 교리와 성약 1:37~38

아브라함서

3:22~23
마태복음 16:15~19 니파이후서 2:27 교리와 성약 6:36

창세기 1:26~27 마태복음 22:36~39 니파이후서 9:28~29 교리와 성약 8:2~3

창세기 2:24 마태복음 28:19~20 니파이후서 25:23, 26 교리와 성약 10:5

창세기 39:9 누가복음 24:36~39 니파이후서 28:7~9 교리와 성약 13:1

출애굽기 19:5~6 요한복음 3:5 니파이후서 31:19~20 교리와 성약 18:10~11

출애굽기 20:3~17 요한복음 14:6 니파이후서 32:3 교리와 성약 18:15~16

여호수아 24:15 요한복음 14:15 니파이후서 32:8~9 교리와 성약 19:16~19

사무엘상 16:7 요한복음 17:3 모사이야서 2:17 교리와 성약 19:23

시편 24:3~4 사도행전 2:36~38 모사이야서 3:19 교리와 성약 25:13

시편 119:105 사도행전 3:19~21 모사이야서 4:30 교리와 성약 46:33

시편 127:3 고린도전서 6:19~20 앨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58:27

잠언 3:5~6 고린도전서 15:20~22 앨마서 32:21 교리와 성약 58:42~43

이사야 1:18 고린도전서 15:40~42 앨마서 37:35 교리와 성약 64:9~11

이사야 5:20 갈라디아서 5:22~23 앨마서 39:9 교리와 성약 76:22~24

이사야 29:13~14 에베소서 4:11~14 앨마서 41:10 교리와 성약 76:40~41

이사야 53:3~5 빌립보서 4:13 힐라맨서 5:12 교리와 성약 78:19

이사야 58:6~7 데살로니가후서

2:1~3
제3니파이 12:48 교리와 성약 82:10

이사야 58:13~14 디모데후서 3:15~17 제3니파이 18:15,
20~21

교리와 성약 88:124

예레미야 1:4~5 히브리서 12:9 이더서 12:6 교리와 성약 89:18~21

에스겔 37:15~17 야고보서 1:5~6 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107:8

아모스 3:7 야고보서 2:17~18 모로나이서 7:41 교리와 성약
121:36, 41~42

말라기 3:8~10 베드로전서 4:6 모로나이서 7:45, 47~48 교리와 성약 130:22~23

말라기 4:5~6 요한계시록 20:12 모로나이서 10:4~5 교리와 성약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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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리 소개
세미나리에서는 다음의 기본 교리들을 강조해야한다.

• 신회

• 구원의 계획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 경륜의 시대, 배도,회복

• 선지자와 계시

• 신권과 신권 열쇠

• 의식과 성약

• 결혼과 가족

• 계명

교사는 학생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이와 같은 복음의 기본 교리를 찾고, 이해하며,
믿고, 설명하며, 적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게 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배우면, 복음대로 생활하고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의 각 과는 기본 교리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기본
교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중요한 복음 교리들도 이 교재에서 강조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여러분은 학생들과 함께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그들이 핵심 성구들을
익히도록 이끌며 복음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역량이 성장하는 것은 세미나리를 배우는 4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며,
이는 각 학생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기본
교리 목록을 제공할 수도있다.

기본 교리 평가
기본 교리 평가는 학생들의 삶을 더욱 축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한 해의 수업을 시작하는 첫 주에,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 번 이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웹사이트(si.lds.org)에서 기본 교리 평가 및 다른 평가 양식을 찾으려면,
assessment(평가)를 키워드로 하여검색한다.

S&I연구 사무실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보내면, 여러분은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더 잘
충족하고자 교수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회개라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교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당해 교과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개의 공과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순차적으로 경전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우리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의 목적을 더 훌륭히 성취하도록 준비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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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리
기본 교리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수업 모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복음 교리들을 찾아내고, 이해하고, 믿고,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교리를 학습하면 학생들은 이 중요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될것이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이 선별한 100여 개의 성구 익히기 구절 대부분은 학생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 자료에 제시된 대다수의 참조 성구들은 성구
익히기 구절에서 온 것이며, 그 구절들이 기본 교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여기에포함되었다.

1. 신회
신회는 세 분의 개체, 즉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구성된다.(조셉 스미스—역사 1:15~20참조)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몸을 지니셨으며,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시다.(교리와 성약 130:22~23
참조) 그분들은 목적과 교리에서 하나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서 완전히 하나가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를 관할하시는 최고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다.(히브리서 12:9참조) 그분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완전한
자비와 친절과 자애의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 중 장자이며, 육신의 아들로서는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이시며 신약의메시야이시다.

그분은 죄 없이 사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앨마서 7:11~13
참조) 그분의 삶은 온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완전한
모범이다.(요한복음 14:6;제3니파이 12:48참조) 그분은 이 지상에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린도전서 15:20~22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복천년 동안 지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것이다.

모든 기도와 축복, 그리고 신권 의식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제3니파이 18:15,
20~21참조)

참조 성구:힐라맨서 5:12;교리와 성약 19:23;교리와 성약 76:22~24

성신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다. 그분은 인격을 지닌 영이시며 살과 뼈로 된 몸이 없다.
그분은 종종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또는 보혜사로일컬어진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것의 참됨을 알려 주며,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 주신다.(모로나이서 10:4~5참조)

참조 성구:갈라디아서 5:22~23;교리와 성약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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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원의 계획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모세서 1:39
참조) 계획을 발표하셨다. 경전에서는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 “ 위대한 행복의 계획”, “
구속의 계획”, “ 자비의 계획”이라고한다.

구원의 계획에는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복음의 모든 율법과 의식과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선택의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니파이후서 2:27참조) 이 계획 때문에
우리는 속죄를 통해 완전해질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제3니파이 12:48참조)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있다.

참조 성구:요한복음 17:3;교리와 성약 58:27

전세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의 영의 자녀로
살았다.(아브라함서 3:22~23참조) 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영의 자녀들과
함께 평의회에 참여했다. 그 평의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셨고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기로 성약을맺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위해 준비했으며, 이곳에서 계속하여 진보할 수 있게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지상 생활을 허락받았고, 이로써 그들은
필멸의 삶을 경험하고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의 아들인 루시퍼는 그 계획에 대해 모반했다. 그는 사탄이 되었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천국에서 쫓겨났으며 육신을 얻고 필멸의 삶을 경험할 특권을 받지못했다.

참조 성구:예레미야 1:4~5

창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인도 아래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물질로 조직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교리와 성약 76:22~24참조)

지구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육신을 얻고
시험과 시련을 받으며 신성한 속성을 키워 나갈 수있다.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78:19참조)

아담은 지상에서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세기 1:26~27참조)

타락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 열매를 먹는 일의 결과는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이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육체적 사망은 필멸의 육신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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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에서 쫓겨나 필멸의 존재가 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범법,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을 포함한 변화를 타락이라고한다.

타락의 결과로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선과 악을
알며,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니파이후서 2:25참조)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 우리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타락한 상태를 물려받게 되어 주님의 면전에서 분리되고 육체적인
사망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고된 삶과 사탄의 유혹으로 시험받게 된다. (모사이야서
3:19참조)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타락에는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 두 가지가 공존한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지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얻었다.

현세

현세는 우리가 가진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는지를
증명해 보이며 영생을 준비하는 배움의 시간이다. 현세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모사이야서 2:17;모로나이서 7:45, 47~48참조)

현세에서 우리의 영과 육신은 하나가 되어 전세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구원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린도전서 6:19~20참조)

관련 성구:여호수아 24:15;마태복음 22:36~39;니파이후서 28:7~9;앨마서 41:10;
교리와 성약 58:27

내세

사망 후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불리는 행복의 상태로 영접된다. 많은 충실한 자들은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된다.

영옥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나 현세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내세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서 영들은 복음을 배우고 회개하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의식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는다.(베드로전서 4:6참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거할 수있다.

부활이란 우리의 영이 살과 뼈로 된 우리의 완전한 육신과 재결합되는 것을
말한다.(누가복음 24:36~39참조) 부활 후에는 영과 육신이 다시는 분리되지 않으며,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예수께서 사망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고린도전서 15:20~22참조) 의로운 자들은 사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부활 후에 있다.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각 사람의 순종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요한계시록 20:12;모사이야서 4:30참조)

영광의 왕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린도전서 15:40~42참조) 세 가지 영광의 왕국 중
가장 높은 곳은 해의 왕국이다.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고 복음 원리에 순종한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거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1:1~4참조)

세 가지 영광의 왕국 중 두 번째는 달의 왕국이다. 이 왕국에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에 대한 간증에서는 용감하지 않았던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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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왕국은 세 가지 영광의 왕국 중 가장 낮은 왕국이다. 이 왕국에 가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의로움보다 악을 택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영옥에서 구속된 후 자신들의 영광을
받게된다.

관련 성구:요한복음 17:3

3.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란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회개한 죄인을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분의 속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신 것,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포함된다.(누가복음 24:36~39;교리와 성약 19:16~19참조) 구주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사망을 이길 권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속죄를 행할 수 있었다. 그분은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능을상속받았다.

구주의 속죄 희생에서 비롯된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은 부활하고 불멸의 상태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준다.(모로나이서 7:41참조) 이 은사를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 포함된다.(요한복음 3:5참조)

속죄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앨마서 7:11~13참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신다. 그분의 은혜 또는 가능케 하는 권능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견디고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해 준다.(마태복음 11:28~30;
빌립보서 4:13;이더서 12:27참조)

참조 성구:요한복음 3:5;사도행전 3:19~2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앨마서 32:21; 또한이더서 12:6참조)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은사이다.

신앙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권능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과,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된다.(잠언 3:5~6;
교리와 성약 6:36참조)

신앙은 단순한 수동적인 믿음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야고보서
2:17~18참조)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신앙은
커지게된다.

후기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성신, 신권,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다른 중요한 요소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우리가 영적 및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으며, 고난에 용감히 맞서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파이후서
31:19~20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따라 우리 삶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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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된다.

참조 성구:마태복음 11:28~30

회개

회개란 정신과 마음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회개에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회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진정한
소망에서생긴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공하셨다.(이사야 1:18참조)

회개에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죄 때문에 피해를 입힌 모든 것을 최대한
보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것이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58:42~43참조)

참조 성구:이사야 53:3~5;요한복음 14:6;니파이후서 25:23, 26;교리와 성약 18:10~11;
교리와 성약 19:23;교리와 성약 76:40~41

4. 경륜의 시대, 배도 및 회복
경륜의 시대
경륜의 시대란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 교리와 의식, 그리고 신권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도록 위임 받은 종을 적어도 한 명
이상 지상에 두시며,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그 종은 지상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의식을 집행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복음에 관한
계시와 함께시작되었다.

이전 경륜의 시대로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다. 이 외에도 니파이인들과 야렛인들의 시대를 포함한 다른 경륜의 시대들이 있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고가르쳐졌다.

배도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를 거부하고, 신권 열쇠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배도의 상태에 처하게된다.

배도의 시기는 세계 역사에서 늘 있었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대배도가 있었다.(데살로니가후서 2:1~3참조) 구주의 사도들이 사망한 후 인간들에 의해
복음 원리는 변질되었고, 교회 조직과 신권 의식이 승인 없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사악한 행위가 널리 퍼지자 주님은 신권의 권세와 열쇠를 지상에서거두어가셨다.

대배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살아 있는 선지자의 신성한 인도를 받지 못했다.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그 교회들에는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거나 다른 신권 의식을 행할
권세가 없었다. 거룩한 경전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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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전까지지속되었다.

회복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그분의 복음의 진리와 의식을 다시
세우신 것을 말한다.(사도행전 3:19~21참조)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은 종교 개혁 시대에 고결한 인물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들은
종교적 교리, 관습, 조직을 구주께서 확립하신 대로 되돌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권도, 복음의 충만함도없었다.

회복은 1820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5~20참조) 회복의
중요한 사건들에는 몰몬경의 번역,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그리고 1830년 4월
6일에 시행된 교회의 조직 등이포함된다.

아론 신권은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에 의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되었다. 또한 멜기세덱 신권과 왕국의 열쇠들도 1829년에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를 부여함으로써회복되었다.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이다. 이 교회는 언젠가 온 지상을 채우고
영원히 서게 될것이다.

참조 성구:이사야 29:13~14;에스겔 37:15~17;에베소서 4:11~14;야고보서 1:5~6

5. 선지자와 계시
선지자란 하나님의 대변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한다.(아모스 3:7참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복음을 가르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참된 품성을
알린다. 그들은 죄를 비난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 때때로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교리와 성약 1:37~38참조) 선지자들의 가르침들 중 많은 부분이
경전에 담겨 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파이후서 32:3참조)

우리는 교회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지상에서 교회 전체를 인도하기 위해
계시를 받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지지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교회에 알려 주고자 하실 때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의 경전에는 고대에서 후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계시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선지자이다.

개인들은 그들의 특정 필요사항, 책임, 의문 등을 해결하고 그들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계시는
성신을 통한 영감과 생각을 통해 온다. 성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한다.(교리와 성약 8:2~3참조) 계시는 또한 시현, 꿈, 천사의 방문 등으로도
올 수있다.

참조 성구:시편 119:105;에베소서 4:11~14;디모데후서 3:15~17;야고보서 1:5~6;
모로나이서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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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권과 신권 열쇠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자 권세이다.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통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고 지배하신다. 그분은 이 권능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승영으로
이끄시며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신다.(모세서 1:39)

하나님은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들에게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여, 그들이 그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신권 열쇠는 감리하는 권리이며, 또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관장하고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능이다.(마태복음 16:15~19참조) 이 열쇠를 통하여 신권 소유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권한을 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권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부름을 받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름
안에서 봉사하고 책임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권능을 받을 자격을 얻게된다.

참조 성구:교리와 성약 121:36, 41~42

아론 신권
아론 신권은 종종 예비 신권이라 불린다. 아론 신권의 직분에는 집사, 교사, 제사, 감독이
있다. 오늘날 교회의 합당한 남자 회원은 12세부터 아론 신권을 받을 수있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침례의 열쇠들을 지닌다.(교리와 성약 13:1)

멜기세덱 신권
멜기세덱 신권은 더 높은, 또는 더 큰 대신권이며 영적인 일들을 집행한다.(교리와 성약
107:8참조) 이 대신권은 아담에게 주어졌으며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밝히실 때마다
지상에있었다.

이 신권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교리와 성약 107:3)이라 불렸다.
이후 그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멜기세덱 신권으로알려졌다.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에는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가 있다. 교회 회장이
멜기세덱 신권의회장이다.

참조 성구:에베소서 4:11~14

7. 의식과 성약
의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의식이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스럽고 공식적인
행위이다. 각 의식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구원의
의식은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지시 하에 신권 권세에 의해 집행된다. 어떤 의식들은
승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므로, 구원의 의식이라고불린다.

권세를 가진 자에 의한 침수로써의 침례는 복음의 첫째 되는 구원 의식으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침례는 또한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이다.(요한복음 3:5참조)

침례라는 단어는 “담그다” 또는 “잠기게 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왔다. 침수, 즉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한 사람의 죄 많은 생활의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는 영적인 삶으로의 재탄생을 상징한다. 침수는 또한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한다.

977



침례 후에는 한 명 이상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침례 받은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한다. 확인이라고 부르는 이 의식에서 그 사람은 성신의
은사를받는다.

성신의 은사와 성신의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도 때때로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영향을 통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모로나이서
10:4~5참조)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계명을 지키면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얻는다.

그 밖의 구원 의식들에는 멜기세덱 신권 성임(남성에게 해당), 성전 엔다우먼트, 결혼 인봉
등이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131:1~4참조) 신권의 모든 구원 의식에는 성약이 수반된다.
성전에서, 이 구원 의식들은 또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대리로 행해질 수 있다. 대리
의식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돌아가신 분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된 성약을 지킬 때에만
그 효력이인정된다.

이 외에도 병자 축복, 자녀 명명과 축복 등의 의식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중요하다.

참조 성구:사도행전 2:36~38

성약

성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성스러운 약속이다. 하나님은 성약의 조건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동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해
특정한 축복을 약속하신다.(교리와 성약 82:10참조)

신권의 모든 구원 의식에는 성약이 수반된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 후에는 성찬을 취하면서 그 성약을 새롭게 한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형제들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맺는다. 우리는 성전에서 더 많은 성약을맺는다.

참조 성구:출애굽기 19:5~6;시편 24:3~4;니파이후서 31:19~20;교리와 성약 25:13

8. 결혼과 가족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행복의 중심이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있다.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부모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며,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있다.

신성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이 지구가 창조되고
복음이 알려진 것은 가족이 제정되고, 인봉되며, 영원히 승영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부분 발췌,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또한
LDS.org/topics/family-proclamation참조)

참조 성구:창세기 2:24;시편 127:3;말라기 4:5~6;교리와 성약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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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명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율법과 요구 사항이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요한복음 14:15참조)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축복이 따른다.(교리와 성약 82:10참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39)이다.

십계명은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며 우리의 승영에 필요한 영원한
원리이다.(출애굽기 20:3~17참조) 주님께서는 고대의 모세에게 십계명을 밝혀 주셨고
후기의 계시에서 그 계명을 다시언급하셨다.

그 밖의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매일 기도함(니파이후서 32:8~9참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마태복음 28:19~20참조), 순결의 법을 지킴(교리와 성약
46:33참조), 온전한 십일조를 바침(말라기 3:8~10참조), 금식하고(이사야 58:6~7참조),
다른 사람을 용서함(교리와 성약 64:9~11참조), 감사의 영을 지님(교리와 성약 78:19
참조), 지혜의 말씀을 지킴(교리와 성약 89:18~21참조)

참조 성구:창세기 39:9;이사야 58:13~14;니파이전서 3:7;모사이야서 4:30;앨마서
37:35;앨마서 39:9;교리와 성약 18:15~16;교리와 성약 88:124

이 주제들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LDS.org로 가서 가르침, 복음 주제를
보거나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를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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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를 공관대조
방법으로 가르치기
가급적 본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복음서를 차례대로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약전서에 실린 복음서를 “공관대조” 방법으로 가르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즉, 각 복음서에 나오는 소재들을 통합하여 구주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가르쳐도 된다는 뜻이다. 복음서를 공관대조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한 정보와 자료가 더 필요하면, LDS.org와 복음 자료실 앱에 실린 본 교재 디지털본의
부록을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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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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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전서 선별된 시각 자료

무화과나무(마태복음 21:18~22 참조)
© Jose Ramiro Laguna/Shutterstock.com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마태복음 21:23~2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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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을 통해 내려진 남자를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마가복음 2:1~12 및 누가복음 5:17~26)

마리아와 엘리사벳(누가복음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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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시는 예수님(누가복음 4장 참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빌라도(요한복음 18~1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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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을 쓰고 있는 바울(디모데후서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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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요한계시록 1:1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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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용에 대한 요한의 시현(요한계시록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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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학습반 공과: 요한복음 2~6장(1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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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과: 요한복음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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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과: 에베소서 5~6장
	빌립보서 소개
	제124과: 빌립보서 1~3장
	제125과: 빌립보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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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과: 히브리서 12~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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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학습반 공과: 히브리서 5장~야고보서 1장(2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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