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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가족   
학생 읽기 과제
주: 여러분의 언어로 이용할 수 없는 제안 자료는 읽
지 않아도 된다.

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공표

• 에베소서 4:11~14; 모사이야서 8:15~17; 모세서 6:26~39; 7:16~21.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lds.org/topics/family-proclamation.

• 엠 러셀 밸라드 장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44쪽.

2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엄숙하게 선언하다

• 에스겔 33:1~7; 아모스 3:6~7; 교리와 성약 1:4~5, 11, 14, 37~38;
90:1~5; 124:125~126.

• 헨리 비 아이어링,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24~26쪽.

3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

• 창세기 1:27; 이사야 55:8~9; 사도행전 17:29; 로마서 8:16~17;
히브리서 12:9; 요한 1서 3:1~2; 4:8~9; 니파이전서 9:6; 니파이후서
9:20; 제3니파이 12:48; 모로나이서 8:18; 교리와 성약 76:4; 88:41;
130:22.

• 복음 주제, “하나님과 같이 됨”, lds.org/topics.

4 가족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

• 모세서 1:27~39; 3:16~17; 5:6~12; 니파이후서 2:19~25; 9:6~12;
교리와 성약 49:15~17.

• 줄리 비 벡, “가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3월호, 32~37쪽.

5 필멸의 삶의 상태 • 니파이후서 2:27~29; 모사이야서 3:19; 16:3~6; 모세서 6:49, 53~55;
아브라함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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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 교리와 성약 93:39~50.

• 로버트 디 헤일즈, “영원한 가족”,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4~67쪽.

7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 몰몬서 9:9; 교리와 성약 49:15~17; 모세서 3:18~25; 5:1~16.

• “The Divine Institution of Marriage[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mormonnewsroom.org/article/the-divine-institution-of-marriage.

8 성별과 영원한
정체성

• 마태복음 7:12; 요한복음 8:1~11; 15:12; 교리와 성약 76:24; 모세서
2:27,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두 번째 단락,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 제프리 알 홀런드, “ 동성애로 힘들어 하는 자들을 도움”, 리아호나,
2007년 10월호, 40~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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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9 남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 마태복음 2:13~16; 에베소서 5:23, 25; 디모데전서 5:8; 교리와 성약
75:28; 83:2, 4; 121:36~46.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대장부가 됩시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6~48쪽.

10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

• 디모데후서 1:5; 3:14~15; 앨마서 56:47~48; 57:21; 교리와 성약
25:1~3, 10, 13~16.

• “여성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함”, 리아호나, 2009년 2월호, 25쪽.

11 영원한 결혼을
준비함

• 마가복음 5:35~36; 교리와 성약 6:22~23, 36; 8:2~3; 9:7~9; 11:12~14;
88:40.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물에 비친 그림자”(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09년 11월 1일), lds.org/media-library.

12 성전 의식과 성약 • 출애굽기 19:3~6; 교리와 성약 97:10~17; 84:19~21; 109:12~26;
124:37~40, 55.

• 보이드 케이 패커, “거룩한 성전”,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29~35쪽.

13 성전 예배의
질을 높임

• 시편 24:3~5; 요한복음 2:13~16; 제3니파이 17:1~3; 교리와 성약
109:8~22.

• 리차드 지 스코트,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3~45쪽.

14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됨

• 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128:18; 110:13~16; 138:27~37, 58~59;
오바댜 1:21.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4~27쪽.

15 영원한 결혼 • 교리와 성약 131:1~4;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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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산의 성스러운
능력

• 창세기 2:21~24; 시편 24:3~4; 마태복음 5:8, 27~28; 로마서 8:6; 야곱서
2:28, 31~35; 앨마서 39:1~9; 교리와 성약 42:22~24; 63:16;
121:45~46.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1~44쪽.

• “성적 순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5~37쪽.

17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

• 창세기 1:27~28; 9:1; 35:11; 시편 127:3; 니파이전서 15:11; 교리와
성약 29:6; 59:6; 모세서 2:27~28.

• 닐 엘 앤더슨, “자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8~31쪽.

18 풍요로운 결혼
관계를 만들어 감

• 마태복음 19:3~8; 에베소서 5:25, 28~31; 교리와 성약 25:5, 13~15;
42:22; 아브라함서 5:15~18.

• 엘 휘트니 클레이튼,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3~85쪽.

19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가정을 세움

• 요한복음 15:1~5, 10~11; 힐라맨서 5:12; 14:30~31; 제3니파이
11:29~30; 12:22~24; 모로나이서 7:45, 48; 교리와 성약 64:9~11;
88:119, 123~125.

•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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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목 제안된 읽기 과제

20 신앙과 간증을
지킴

• 누가복음 22:31~32; 요한복음 14:26~27; 에베소서 4:11~14;
니파이전서 15:23~24; 니파이후서 31:19~20; 앨마서 5:45~46;
힐라맨서 3:28~30; 제3니파이 18:32; 교리와 성약 11:13~14; 21:4~6;
108:7~8.

•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95쪽.

21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함

• 누가복음 15:11~20; 에베소서 6:4; 디모데후서 3:15; 제3니파이 18:21;
교리와 성약 68:25~28; 93:36~40.

• 제프리 알 홀런드, “자녀를 위한 기도”,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5~87쪽.

22 성공적인 가정을
꾸림

• 신명기 6:1~7; 여호수아 24:15; 모사이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58:21; 98:4~6; 134:5~6; 신앙개조 12조.

• 댈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108쪽.

23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함

• 말라기 3:8~12; 마태복음 6:19~21; 마가복음 6:1~3; 누가복음 2:51~52;
디모데전서 6:7~10; 니파이후서 9:51; 야곱서 2:17~19; 교리와 성약
56:17; 75:28; 104:13~18, 78.

• 로버트 디 헤일즈,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10쪽.

24 독신 성인
교회 회원

• 고린도전서 12:12~20, 25~27; 히브리서 11:1, 6, 8~13, 16.

• 고든 비 힝클리,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주는 권고”, 성도의 벗, 1997년
11월호, 16~25쪽.

25 가족에게 고난이
닥칠 때
신앙을 행사함

• 잠언 3:5~6; 마태복음 11:28~30; 니파이전서 16:34~39; 17:1~4;
모사이야서 24:8~16; 교리와 성약 121:7~8.

• “가족 강화: 상황에 맞게 조절함”,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30~31쪽.

26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짐

• 마태복음 18:1~6; 로마서 13:12~14; 고린도후서 5:17~21; 모사이야서
4:30; 앨마서 5:15~22; 12:14; 교리와 성약 42:22~25; 93:39~44.

• 리차드 지 스코트, “학대의 파괴적인 결과를 치유함”,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40~43쪽.

27 가족에 관한
선지자들의 경고

• 디모데후서 3:1~7, 13; 니파이전서 14:14~17; 22:16~17; 교리와 성약
97:22~28.

• 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4~17쪽.

28 사회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을 장려함

• 앨마서 43:9, 30, 45, 48; 46:11~16; 48:9~13.

• 댈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 리아호나, 2013년
2월호, 29~35쪽.

• 엘 톰 페리,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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