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31일, 다섯째 일요일–복음 나누기 
(50분) 

감독단은 상호부조회 회장단, 장로 정원회 회장단, 와드 선교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동참해 달라

고 권유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감독단은 청소년과 성인이 따로 모일지 혹은 함께 모일지 결정해야 한다. 

개요 
이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

과 축복을 인식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모임을 하면서 다음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1 각 청남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도우며,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기 희망하는 각 청녀가 

이를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돕는다.

2 각 회원이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는 원리에 따라 행

하면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나누도록 돕는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영의 인도를 따른다. 가르칠 때는 와드 또

는 지부 회원들, 특히 청소년들의 토론 참여를 격려하는 방식을 따

른다. 준비하는 동안 다음 개요를 활용할 수 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성약 책임이자  
축복 (10분)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최근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이 담긴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며 모임을 시작한다. 

시청: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동영상(3:39) 

토론을 위한 질문(5분): 

•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 복음을 나누는 것은 주님께 왜 그토록 중요한가?

• 넬슨 회장은 주님께서 선교 사업에 관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갖고 계신 기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넬슨 회장

의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

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함 (10분)

엠 러셀 밸라드 회장과 쿠엔틴 엘 쿡 장로는 다음 동영상에서 청소

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과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방법에 관한 조언을 나눈다. 

시청: 밸라드 회장과 쿡 장로의 동영상(4:37) 

토론을 위한 질문(5분): 

• 가족과 지도자, 친구들은 어떻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봉사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청소년으로서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라는 선지자

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청소년으로서 여러분은 친구가 봉사할 준비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선교 사업의 축복 (8분)

이 동영상에서 밸라드 회장은 청남이었을 때 전임 선교사로 봉사

하겠다고 결정했던 개인적 경험과 그 결과로 받은 축복에 대해 나

눈다.

시청: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의 동영상(1:58)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hare/fifthSundayDiscussion?cache=no&lang=kor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hare/fifthSundayDiscussion?cache=no&lang=kor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hare/fifthSundayDiscussion?cache=no&lang=kor


토론을 위한 질문(5분): 

• 선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의 경우, 그 경험은 여러분의 삶

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 청소년과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

하는 동안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타 성구 및 자료 

• 교리와 성약 18:13~16, 62:3

• 제3니파이 18:24~25

• 『일반 지침서』, 24장

사랑한다, 나눈다, 권유한다 (16분)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업이 주는 축복과 기쁨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

고, 개인 및 가족, 또 교회 생활의 연장선으로 복음을 나누며, 다

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함께하자고 권유할

때 모든 교회 회원이 축복받게 된다. 복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와

주님,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복음을 나눔으로써 영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불러오게 된다.(모사이야

18:10, 요한복음 15:4~5) 또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제3니파이 18:24~25), 병고침과 죄사함을 받게 된다.(교리와 성

약 62:3)

쿠엔틴 엘 쿡 장로와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다음 동영상은 이

런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 

시청: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동영상(1:29) 

시청: ‘복음 나누기’ 방송 동영상(4:33)

토론을 위한 질문(10분):

• 복음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

스도에 중심을 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

키는가?

• 와드 또는 지부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

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기타 성구 및 자료 

• 마태복음 28:18~20

• 『일반 지침서』, 23장

마무리 말씀, 권유 및 간증 (2분)

• 반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방법, 특히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도울 방법을 생각

해 보라고 권유한다.

• 와드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아직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라고 권유

한다.

•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친구들에게

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해 보라고 한다.

•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

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권유하라고 한다.

• 회복된 복음과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얻는 기쁨

에 대해 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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