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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교재 및 참고 자료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첫째 주 일요일

장로 정원회, 대제사 그룹,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주제를 정한다. 이 때 사용 가능한 자료에는 경전,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08702 320), 교회 잡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06500 32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자료, 가족 지도서(31180 320), 그리고 교회에서 승인한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둘째 주 및 셋째 주 일요일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08861 320)

이 책이 여러분의 언어로는 나오지 않은 경우,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31111 320)이나 후기 성도 여성상, 

제1과정(31113 320)을 사용한다.

넷째 주 일요일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리아호나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린 말씀

이 잡지가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일회장단 메시지와 방문 교육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주 일요일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이 정한 주제(“첫째 주 일요일”에 사용 가능한 자료 목록을 참조한다)

아론 신권 및 청녀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 학습 자료, lds.org/youth/learn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이들 자료가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

첫째 주, 넷째 주 및 다섯째 주 일요일

아론 신권 교재 1(34820 320) 및 청녀 교재 1(34823 320)을 사용한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정(31112 320)이나 후기 성도 여성상, 제2과정(31114 320)을 사용한다.

둘째 주 및 셋째 주 일요일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31111 320) 또는 후기 성도 여성상, 제1과정(31113 320)을 사용한다.

다음은 2016년 일요일 교과 과정을 위한 자료 목록이다. 언어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자료들도 있다. 이 중 많은 자료들이 이미 각 와드와 

지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2016년 신규 품목들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

2016년 교과 과정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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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교재 및 참고 자료

초등회 유아반(18개월~2세)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유아반 교재(37108 320)

함께 나누는 시간(3~11세)

2016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나는 경전이 참됨을 알고 있어요(12061 320)

햇님반(3세)

초등회 1: 나는 하나님의 자녀(34969 320)

정의반(4~7세)

초등회 2: 정의반 제1과정(34484 320)

용기반(8~11세)

초등회 4: 몰몬경(34594 320)

주일학교 청소년(12~18세)

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 학습 자료, lds.org/youth/learn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이들 자료가 여러분의 언어로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몰몬경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35683 320)와 몰몬경 반원 학습 

지침서(35684 320)를 사용한다.

성인

몰몬경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35683 320) 및 몰몬경 반원 학습 지도서(35684 320)

복음 원리(06195 320), 구도자, 새로운 회원, 재활동 회원을 위한 과정

복음 원리 2009년판이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전 판(31110 320)을 사용한다. 2009년판 및 이전판 

모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Gospel Fundamentals(31129)을 사용한다.

선택 과정(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교재 및 참고 자료

복음 교육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36123 320), 185~239쪽

이 책이 여러분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교수법 지도서(34595 320)를 사용한다.

성전 준비 높은 곳에서 주어짐: 성전 준비 세미나 교사 교재(36854 320) 및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36793 320)

결혼 및 가족 관계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35865 320) 및 결혼 및 가족 관계 반원 학습 지도서(36357 320)

일요일 교과 과정 그리고 정원회 및 반 구성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7.8.1(멜기세덱 신권); 9.4.1(상호부조회); 

8.11(아론 신권); 10.6(청녀), 11.4(초등회); 12.4(주일학교)를 참조한다.

복음 학습 및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5.5와 12.5를 참조한다.

오디오 형식이나 점자, 큰 활자, 자막으로 된 자료를 주문하려면 store.lds.org에서 장애인용 자료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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