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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복음 
학생 읽기 과제
주: 여러분의 언어로 이용할 수 없는 제안 자료는 읽지 않아도 된다.

공과 제목 제안된 독서 과제

1 예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 요한복음 20:30~31; 니파이전서 6:4; 니파이후서 25:23, 26.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개인적인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7~39쪽.

2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다

• 앨마서 12:22~34; 34:9; 42:8, 11; 교리와 성약 22:1; 45:9; 66:2;
아브라함서 3:24~27; 베드로전서 1:19~20; 모세서 4:2.

• 로버트 디 헤일즈,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의 본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4~27쪽.

3 여호와, 그리고
전세에서 그의 성역

• 요한계시록 12:7~11; 아브라함서 3:15~25; 교리와 성약
138:55~56.

• 리차드 지 스코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리아호나, 1997년 7월호,
53~54, 59쪽.

4 지구를 창조하신
여호와

• 창세기 1:1; 요한복음 1:1~3; 히브리서 1:1~2; 모세서 2:1; 몰몬서
9:16~17; 교리와 성약 38:1~3; 76:22~24; 104:14~17; 야곱서 4:9;
교리와 성약 101:32~34; 모세서 1:27~33, 39; 니파이전서 17:36;
교리와 성약 49:16~17.

• 러셀 엠 넬슨, “창조”,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2~105쪽.

5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이셨다

• 요한복음 8:51~59; 18:5, 8; 출애굽기 3:11~14; 6:2~3; 제3니파이
15:5; 모세서 6:51~52, 64~66; 창세기 17:1~9; 아브라함서
1:18~19; 2:8~11.

• “보충 자료 가: 구약전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구약전서 학생
교재: 창세기~사무엘하, 종교 301 (교회 교육 기구 편,
2003년), 45~48쪽.

6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 상징

• 니파이후서 11:2~6; 모세서 6:63.

• 러셀 엠 넬슨, “이 성지에서”, 성도의 벗, 1991년 2월호, 10~19쪽.

7 예수

그리스도—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 마태복음 1:18~24; 누가복음 1:26~35; 요한복음 10:17~18;
니파이전서 11:13~21; 모사이야서 3:7~8.

• 로버트 이 웰즈,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5~66쪽.

8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 마태복음 3:13~17; 니파이후서 31:4~21.

•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쪽.

9 구주의 심오한 영향 • 고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2:17~18; 4:15~16; 교리와 성약 20:22;
마태복음 4:1~11; 누가복음 22:42, 44; 요한복음 6:38; 제3니파이
11:11; 요한복음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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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제목 제안된 독서 과제

10 와서 나를 따르라 • 요한복음 1:35~47; 니파이후서 26:33; 앨마서 5:33~34; 마태복음
4:18~22; 누가복음 5:11; 9:57~62; 14:25~33.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5~78쪽.

11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 사도행전 10:38; 마태복음 5:9~12, 21~24, 38~41, 43~47;
6:14~15; 7:1~5.

• 제프리 알 홀런드, “제자 됨의 대가와 축복”,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9쪽.

12 팔레스타인의 길에서
일어난 기적들

• 마가복음 1:39~42; 2:1~12; 5:1~8, 19, 22~43; 8:1~9; 누가복음
7:11~15; 니파이전서 11:31; 모사이야서 3:5–6; 제3니파이 17:5~9.

•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기적의 하나님”,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2~13쪽.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이사도를 부르시다

• 마태복음 10:1~8; 16:15~19; 17:1~8; 사도행전 1:21~22;
2:22~24, 32; 3:12~16; 4:31~33; 5:29~32; 교리와 성약 107:23.

•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3~87쪽.

14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야이시다

• 마태복음 21:1~11; 누가복음 4:16~24; 요한복음 6:5~15, 31~32,
49~53, 66~69.

• 지 호머 더럼, “예수 그리스도: 명칭과 그 의미”, 성도의 벗, 1984년
7월호, 20~22쪽.

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다

• 마태복음 26:26~28; 누가복음 22:17~20; 고린도전서 11:27~30;
제3니파이 18:1~11, 28~29; 20:8~9; 교리와 성약 20:75~79.

• 댈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20쪽.

16 구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다

• 마가복음 14:33~36; 누가복음 22:39~46; 요한복음 15:13;
베드로전서 3:18; 니파이후서 9:21; 모사이야서 3:7; 앨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19:15~20.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2~19쪽.

17 구주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시다

• 마태복음 27:26~54; 누가복음 23:34~46; 요한복음 10:11~18;
19:10~11, 19~37; 니파이전서 19:9.

• 제프리 알 홀런드,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86~88쪽.

18 구주께서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시다

• 누가복음 23:39~43; 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128:15, 22; 138:1~37.

• 스펜서 제이 콘디, “구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26~30쪽.

19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 누가복음 24:1~48; 요한복음 20장; 고린도전서 15:1~29, 54~58.

• 댈린 에이치 옥스, “부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6~19쪽.

20 구주께서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다

• 요한복음 10:11~16; 제3니파이 11:1~17; 15:16~21; 16:1~3.

•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한 사람씩”,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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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제목 제안된 독서 과제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다

• 마태복음 10:1~4; 16:19; 17:3~7; 18:18; 사도행전 2:1~6, 14~26;
4:1~13, 18~21; 사도행전 10:9~20, 25~28, 34~35, 44~48;
사도행전 15:1~11, 13~19; 에베소서 2:19~20; 4:11~14.

• 제프리 알 홀런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9쪽.

22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다

• 조셉 스미스—역사 1:5~26.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첫번째 시현의 결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36~38쪽.

23 구주께서 신권과
교회,
복음을 회복하시다

• 교리와 성약 1:17, 38; 18:33~35; 조셉 스미스—역사 1:17~20.

• 태드 알 콜리스터, “그리스도 교회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영적 모임, 2014년 1월 12일),
LDS.org.

24 주님은 살아 계시다! • 모사이야서 5:1~15; 교리와 성약 45:3~5; 76:19~24; 110:1~4.

25 언젠가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 마태복음 25:1~13; 교리와 성약 133:3~19.

• 댈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

26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 마태복음 25:31~46.

• 제45장, “복천년”,복음 원리[2009년], 263~267쪽.

• 제46장, “최후의 심판”,복음 원리[2009년], 268~274쪽.

27 세상의 빛, 생명,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 시편 146:5; 요한복음 8:12; 로마서 5:3~5; 15:13; 베드로전서 1:3;
이더서 12:4, 32; 모로나이서 7:3, 40~41; 교리와 성약 88:6~13;
138:14.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0~76쪽.

28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증인

• 마태복음 5:14~16; 니파이후서 25:26; 모사이야서 18:8~11;
제3니파이 18:24.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58~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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