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개 자료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나와 나의 가족이 삶
의 어려움에 맞설 때 성약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
는다.

계시를 구한다

관계를 쌓는다

바로 지금 여러분 나이에도 개인적인 계
시를 받는 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의 삶을 이보다 더 크게 달라지
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을
들어 주고, 방법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
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성신의 동반
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New Era 및 Ensign 부록,
ChurchofJesusChrist.org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선택의지를 행사한다
욕망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는
선택을 좌우하며, 선택은 행동을 결정짓
습니다. 욕망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우리
가 어떻게 변화할지, 무엇을 이룰지, 그리
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
“의로운 욕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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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주를 따름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영적(하나님에
게 사랑스러움), 사회적(사람에게 사랑스러움), 신체적(키), 지
적(지혜) 부분에서 발전해 나가셨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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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
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
게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전은 예수
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
라.”(누가복음 2:52)

지

이러한 영역에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래 상자에 여러분의 간증을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영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사회성)

신체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복음 학습
가정과 교회에서의 복음 학습을 통해 여러분
은 삶의 모든 부분을 받쳐 줄 영적인 토대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여러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
께, 또는 반원들이나 정원회와 함께 따를 수 있
는 방법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전진해 나아감
여러분이 복음 학습, 봉사와 활동, 개인적인 발전을 통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갈 때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여러분
의 노력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발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시를 구할 때,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
러분이 노력할 부분을 선택하고, 그런 뒤 가족,
친구, 지도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와 활동
여러분은 봉사와 활동에 참여할 때 기술을 배
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
사하면서 가족, 친구, 지도자들과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
사와 활동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초를 두
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중 활동 및 캠프, 성전
방문 여행, 청소년 대회, 청소년의 힘을 위하
여 대회(FSY) 등의 청소년 활동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부모님,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내년에 함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정원회 또는 반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게릿 더블유 공 장로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개인 발전

어린이 안내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과 2020년에 한국 나이로 9세 이상이 되는
모든 어린이가 2019년 11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시
작되는 이 방송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내년에 있을 일들과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흥미롭고 새로운 프로그
램에 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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