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파이가 놋쇠판을 가지고 

광야에 있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로를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리하이의 가족들이 
놋쇠판을 갖기를 
바라셨나요?

니파이전서 3~5장



생명나무 아래에 여러분의 가족을 그려 보세요.

리하이는 왜 가족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바랐나요?

니파이전서 8장



리아호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려 보세요.

리아호나는 리하이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니파이전서 16장



점을 연결해서 니파이가 배를 만들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니파이는 배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니파이전서 17~18장



이노스가 기도하는 두 개의 그림 중 서로 다른 곳 열 군데를 찾아 보세요.

이노스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나요?

이노스서 1장



베냐민 왕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점을 연결해서 망대를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모사이야서 2~5장



아빈아다이가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색칠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빈아다이에게 노아 왕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모사이야서 11~17장

힌트: 모사이야서 13:1~5



침례받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네 개의 하트를 찾아 보세요.

사람들은 왜 앨마에게 침례를 받았나요?

모사이야서 18장



앨마 이세의 두 그림에서 다른 

곳을 몇 군데 찾을 수 있나요? 

앨마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사이야서 27장



앨마와 앰율레크가 끊어버린 줄 열 조각을 찾아 보세요.

앨마와 앰율레크는 단단한 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었나요?

앨마서 14장



암몬이 지키는 양을 더 그려 보세요.

암몬은 왜 라모나이 왕의 양 떼를 지켰나요?

앨마서 17장



앤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들이 땅에 묻을 수 

있는 열일곱 가지의 무기를 찾아보세요.

앤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들은 왜 모든 무기를 땅에 묻었나요?

앨마서 23~24장



모로나이 장군의 자유의 기치 위에 적힌 글을 따라 써 보세요.

모로나이 장군은 왜 자유의 기치를 만들었나요?

앨마서 46장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점을 연결해서 젊은 용사들의 갑옷을 완성하세요.

이천 용사는 왜 전쟁터에 갔나요?

앨마서 56~57장



레이맨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는 세 사람을 찾아보세요.

레이맨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무슨 예언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힐라맨서 13~15장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그분의 옆구리와 손, 그리고 발을 만져 보라고 하셨나요?

제3니파이 11장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그림에서 비둘기, 침례, 

계명, 사랑, 그리고 기도하는 손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어린이를 축복하셨나요?

제3니파이 17장



몰몬과 성스러운 기록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몰몬은 몰몬경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몰몬의 말씀 1장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만져 달라고 부탁했던 돌이 모두 몇 개였는지 세어 보세요.

야렛의 형제는 왜 주님께 돌을 만져 달라고 부탁했나요?

이더서 2~3장



여러분이 

몰몬경의 

참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미로를 찾아가 보세요.

모로나이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을 때 무엇을 해 
보라고 했나요?

모로나이서 10장

몰몬경

몰몬경



children.lds.org

여러분의 의견을 scripture- stories@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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