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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기초      
학생 읽기 과제
주: 여러분의 언어로 이용할 수 없는 제안 자료는 읽지 않
아도 된다.

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1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

• 이사야 29:13~14; 아모스 8:11~12; 니파이후서 27:1~5, 25~26;
교리와 성약 1:12~30; 조셉 스미스—역사 1:5~10.

• 고든 비 힝클리, “모든 시대의 정점에서”,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90쪽.

2 첫번째 시현 • 조셉 스미스—역사 1:1~26.

•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8~81쪽.

3 몰몬경의 출현 • 교리와 성약 17편; 조셉 스미스—역사 1:29~54.

•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4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 교리와 성약 17:6; 19:26; 20:5~12.

•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8~90쪽.

5 신권의 회복 • 조셉 스미스—역사 1:68~72; 교리와 성약 13:1; 84:18~22; 107:1~19.

•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성스러운 은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57~60쪽.

6 교회의 조직 • 교리와 성약 1:30; 20:1~3, 17~37, 68~69.

•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20~24쪽.

7 영원한 복음을
선포함

• 교리와 성약 4:1~7; 18:10~16; 29:4~7; 31:1~12; 33:2~7; 34:5~6;
39:20~23; 88:81.

• 닐 엘 앤더슨, “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7~80쪽.

8 후기 이스라엘의
집합

• 교리와 성약 37:1~3; 38:31~33; 39:15; 45:62~67; 95:8; 110:9;
115:5~6.

• 러셀 엠 넬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2쪽.

9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름

• 교리와 성약 21:1~6; 28:2, 6~7; 43:1~7; 90:1~6, 16.

• 러셀 엠 넬슨,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7쪽.

10 진리를 추구함 • 교리와 성약 88:118~126; 91:1~6.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진리는 무엇인가?”,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1월 13일), lds.org/broad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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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11 교리와 성약에 담긴
주님의 음성

• 교리와 성약 소개; 교리와 성약 1:1~39; 5:10.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8~12쪽.

12 우리 시대의
추가 경전들

• 교리와 성약 1:38; 42:56; 45:60~62; 68:3~5; 76:15~19; 93:53;
94:10.

• 제프리 알 홀런드, “나의 말도 …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1~94쪽.

13 “시현” • 교리와 성약 76편.

• 엘 톰 페리,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9~72쪽.

14 커틀랜드 성전과
신권 열쇠들

• 교리와 성약 109:1~28; 110:1~16.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7~100쪽.

15 역경을 견디는 힘 • 교리와 성약 112:10~15; 121:1~10, 16~17; 122:1~9.

• 닐 엘 앤더슨, “신앙의 시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39~42쪽.

16 죽은 자의 구속 • 교리와 성약 124:30~41; 127:1~9; 128:1~18; 137:1~10; 138:28~37.

• 리차드 지 스코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93~95쪽.

17 나부에서 복음을
가르침

• 시편 82:6;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10:32~34; 로마서 8:16~17;
베드로후서 1:3~4; 요한1서 3:2~3; 교리와 성약 93:11~22;
124:25~28, 37~42; 132:20~24.

•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제2장, 37~43쪽.

18 상호부조회와 교회 • 교리와 성약 25편.

•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 신앙, 가족,
구제”,리아호나, 2012년 5월호, 83~85쪽.

19 영원한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교리

• 교리와 성약 49:15~17; 131:1~4; 132:1~24.

•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94쪽.

20 복수결혼 • 야곱서 2:27~30; 교리와 성약 132:1~3, 34~48, 54, 63; 공식 선언-1.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lds.org/topics.

21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

• 니파이후서 3:1~21; 교리와 성약 122:1~2; 135:3; 조셉 스미스—역사
1:33.

• 닐 엘 앤더슨,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8~31쪽.

2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 교리와 성약 135:1~7; 136:36~39.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70쪽.

23 회장단의 승계 • 교리와 성약 107:33; 112:30~32; 124: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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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나부를 떠나
서부로의 대이동

• 교리와 성약 136편.

• 고든 비 힝클리, “참된 신앙,”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6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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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25 유타 전쟁과 마운틴
메도스 대학살

• “19세기 후기 성도들이 경험한 평화와 폭력”, 복음 주제, lds.org/topics.

26 신권에 관한 계시 • 니파이후서 26:33; 공식 선언-2.

• “인종과 신권”, 복음 주제, lds.org/topics.

27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킴

• 교리와 성약 29:7~9; 34:5~7; 39:19~23; 45:15~46, 56~57;
88:81~87.

• 닐 엘 앤더슨,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9~52쪽.

28 구원 사업을 서두름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잠자고
있습니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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