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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경전 학습에 한 길잡이 역할

을 한다. 이 교재에는 여러분이 읽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항목

이 들어 있다.

소개

양피지 모양의 그림 위에 써 있는 각 단원의 표제 바로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경전의 각 장을 소개하는 과 함께 독서

과제가 아닌 다른 장들을 설명하는 이 나온다.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정

보가 들어 있다.

• 역사적 배경

• 그 부분이 그 앞이나 혹은 뒤에 나오는 장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한

설명

• 여러분이 읽기 전이나 읽는 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단락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과 개념

경전을 이해함

“경전을 이해함”부분에는 어려운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고, 그

구절에 함축된 생각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해설이 나

온다. 그 해설에 종종 교회 총관리 역원들의 말 이 포함되어 있다.

경전을 공부함

“경전을 공부함”부분에는 여러분이 그 구절이 가르치는 복음 원

리들을 찾아내고, 생각해 보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과

활동이 실려 있다. 교재에는 기록할 공간이 없으므로 공책이나 다른 종이에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도로 시작한다.

• 여러분이 공부할 각 장에 한 소개를 읽고“읽기 전”학습법을 고려해 본

다.(3~4쪽 참조)

• 도움이 되도록 해당“경전을 이해함”부분을 참조하면서 지정된 장을 읽는

다. “읽는 동안”학습법을 사용한다.(4~5쪽 참조) 여러분의 공책에 기재

사항과 질문을 적는다. 또 자신에게 중요한 느낌이나 인상에 해 적는다.

• 공부하는 장의“경전을 공부함”부분에 있는 활동을 한다. 때때로 여러분은

몇 개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더욱 많이

배우고 싶다면 소개된 모든 활동을 한다.

가정 학습 세미나리 프로그램

만일 가정 학습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매주 읽어야 할 독

서 과제가 나와 있는 7쪽의 독서표를 따라야 한다. 세미나리는 매일 매일 이

행해야 할 종교 교육 프로그램이며,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비

록 매일 세미나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매 학습일마다 세미나리 과제를 해

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만일 한 해의 세미나리 기간이 36주 이상이나 그

이하라면 교사가 여러분에게 한 주당 읽어야 할 장과 해야 할 과제를 말해줄

것이다. 세미나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습일에도 경전을 읽고 이 학습 지

도서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40분은 되어야 한다. 

매주 여러분은 교사에게 그 주의 성구들에 한 여러분의 생각과 완수한 학습

지도 활동이 담긴 여러분의 공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의 교사는 그것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서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은 두 권의 공책

을 준비하여 매주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낱장으로 분리되는 공책이

달린 바인더를 이용하여 그 주의 과제가 있는 쪽만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사가 그것을 돌려줄 때 다시 바인더에 철한다.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

만일 여러분이 매일반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교사가 가르

치는 로 이 학습 지도서를 사용한다.

교재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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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 지도서는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러분은 부분의 학습 시간을 경전을 읽고 그것에 해

생각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부분은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당시에 교회

회원들에게 경전 공부에 관한 가치있는 권고를 해 주었다. 그 권고를 요약하

면 아래와 같다. 여러분은 카드에 그분의 권고 사항을 적어서 여러분이 경전

을 공부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도 좋다. 

•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깊게 읽는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 매일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할 시간을 정한다.

• 산만해지거나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 특정한 양의 장이나 쪽을 읽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한다.

그 시간이 60분이면 이상적이고 30분 정도면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15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 학습 계획을 짠다.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4~96쪽 참조)

후기 성도판 경전에 나온 학습 보조 자료를 사용하거나 훌륭한 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경전 학습에 유익이 될 것이다.

후기 성도판 경전의 학습 보조 자료

전후참조 (Cross-Reference)

각주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주제에 해 추가적인 정보와 통찰력을 얻는데 도

움이 될 경전상의 자료이다.

색인표

색인표는 교회 4 경전의 수많은 단어와 주제를 가나다 순으로 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과 주제에 한 정의와 설명을 제공해 준다. 

경전을 공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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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미스 역 성경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완전하고 참된 성경

번역을 얻기 위해 계시를 구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37:1; 73:3~4

참조) 그 결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중요한 진리를 많이 회복하 고 성경에

서 올바로 번역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번역되었던 부분에 중 한 수정을

많이 가했다.(신앙개조 제8조 참조) 그가 감을 통해 수정한 이 번역본은“조

셉 스미스 역 성경”이라고 불린다. 

각 장과 편의 서문 및 성구 요약 부분은 여러분이 읽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중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89편 서문을 읽고 나서 어떤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가?

후기 성도판 경전 학습 보조 자료는 유용한 참고서들을 소규모로 수집한 것과

같다. 그것도 모두 한 장소에 말이다!

학습 기술

니파이는 우리가 경전의 말 을“흡족히 취[해야]””(니파이후서 32:3) 한다고

말 했으며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그것을] 부지런히 상고하라”(제3니파이

23:1)고 명하셨다. 이런 종류의 학습은 단순히 경전을 빨리 읽어 나가는 것

이상을 뜻한다. 다음 제언과 기술을 따른다면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범주, 즉 읽기 전과 읽는 동안,

읽은 후로 나뉜다.

읽기 전

기도

경전은 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을 동반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

라에 관해 배우는데 그는“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 결심하 었

[다.]”(에스라 7:10) 경전을 읽을 때

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경전을 읽을

마음을 준비한다.

배경 지식을 얻음

경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더 큰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각 편의 서문에는 그 계시의 역사 배경에 한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이 교재도 경전의 많은 부분에 해 배경 설명을 수록했다. 시간이 허락한다

면 여러분이 읽는 부분의 배경 설명을 수록한 교회의 다른 책들과 교재를 참

조하는 것이 좋다.

질문함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이 구절을 기록했는가?”“누구에게 썼는가?”“이 가르침이 왜 경전에 포함되

어 있는가?”“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알거나 배우고 싶은가?”“주

님은 이 구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실까?”경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 질문에 한 답을 찾아본다. 후기 성도판 경전에서 보조 자료를 이용할 수

도 있고, 교회 교재와 출판물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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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읽기

각 장의 서문은 그 장의 주요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본문을 읽

기 전에 서문을 읽는 것은 훌륭한 학

습 습관일 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자

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읽는 동안

읽다가 멈추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부분의 금덩어리는 지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금덩어리를 얻으려면 땅을

파야 한다. 만일 천천히 읽어 내려 가거나 읽는 것을 멈추고 이 책의 각 부분

에 나오는 활동 중 몇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의 경전 학습은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다

사전을 이용한다. 때때로 여러

분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단

어를 찾아본다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본 교재의“경

전을 이해함”부분은 많은 어려

운 단어와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때로 주님은 선지자들에게

감을 주셔서 그들의 기록에 우

리가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아

는 데 도움이 될 설명도 포함시

킨다는 것을 기억한다. 예를 들

면 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읽

고 베냐민 왕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본다.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성구에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해본다면 경전의 가르침을 더욱 개인적으로 만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서 1장 39절에“사람” 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

어 읽어본다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상상한다

경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 본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

을 읽을 때 형들 모두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시기한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해 본다.

때때로 경전은 우리에게 상상해 볼 것을 권한

다. 앨마서 5장 15~18절을 읽고 멈춰서 앨

마가 제언한 로 해 본다. 그 구절 로 해 봤

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기록

한다.

접속어를 찾아본다

접속어에는 그리고, 그러나, ~로 인해, 그러므로, 그럼에도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그것들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개념들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지 살펴본다. 때때로 접속어들은 두 가지 일이나

또는 그 이상의 일들이 어떻게 비슷한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모사이야서 26장 2~3절에 나오는 ~지 아니하고라는 말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해 본다면 경전 공부에 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경전과 선지자의 말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인과 관계를 지적

한다.

교리와 성약 45편 30~32절을 읽고 그러나 라는 낱말이 후기에 사악한 자

와 의로운 자의 상태의 조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주목한다.

그러나 라는 낱말을 강조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재림 전에 있을 파

괴의 일부에서 보호받을 것임을 확신

할 수 있다.

표현 형식을 찾아본다

니파이후서 31장 2절에서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해 몇 마디 말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제 막 설명했다고 간증했다. 우리는 니파이가 2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

의 교리를 가르쳤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되돌아가서 니파이의 말 을 더 깊게 공부해야 한다.

표현 형식을 찾는 또 다른 예는 선

지자의 말 에 있는 인과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하면 ~리라라는 말

을 관찰하여 찾아보는 것이다. 레

위기 2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축복과 저주에 해

예언했다. 3~4절, 18절, 23~24

절, 40~42절을 찾아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일

어날 일들에 관해 가르칠 때 모세

가 사용한 ~하면 ~리라는 표현을

주목한다.

낱말이나 개념을 반복하는 것은 찾아보기의 또 다른 표현 형식이다. 예를 들

어 창세기 39장에서 기록자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여

러 번 언급했는지 주목한다.



경전에서 목록을 찾아본다

목록은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십계명은 하나의 목록이다.(출애굽기 20장 참조) 마태복음 5장

의 진복팔단도 하나의 목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찾아내는 데 더 많

은 노력이 필요한 목록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68:25~31을 읽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주님게서 말 하신 것을 하나의 목

록으로 만들어 본다.

질문한다

“읽기 전”부분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읽으면서, 읽기 전에

했던 질문을 바꾸어 표현해 보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질문에 한 답을 찾는 것은 경전 공부에서 더 큰 이해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다. 우리가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주님은 왜 기

록자에게 경전에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감을 주셨을까?”이다. 기록자가 때때

로“이와 같이 우리는 … 을 알 수 있느니라”와 같은 표현을 말하며 남긴 분

명한 단서들을 찾아본다.

경전에 나온 질문에 답해본다

주님은 자주 질문하고 나서 그 질문에 한 답을 주셨다. 주님은 니파이인 제

자들에게“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셨다.

그런 다음“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라고 답하셨다.(제3니파이 27:27)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은 주어졌지만 답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런

일반적인 경우는 저자가 그 답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때때로 기록자가 답을 제시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던져진 질문이 약간의 생각을 필요하거나, 또는 그 답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35~41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절에 나오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해 본다.

예표와 상징의 의미를 찾아본다

선지자들은 종종 그들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징과 이미지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비유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하는 방법이면서도 그

안에 훨씬 깊은 뜻을 담는다.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교훈을 더욱 잘 기

억하게 해주며 의미 있게 해 준다.

다음 제언을 따르면 경전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경전에 나오는 해석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리하이는 니파이전서 8장에서

시현을 보았다. 후에 니파이는 시현을 보았는데, 그는 부친이 보았던 것도

보았고 부친의 시현에 나오는 상징들에 한 해석도 얻었다.(니파이전서

11~14장 참조) 때때로 각주의 전후 참조를 이용하여 해석을 찾을 수 있

다.

2. 그 상징의 특징과 그 상징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 해 생

각해 본다. 앨마는 아들에게 리아호나를 설명해 줄 때 이 방법을 사용했

다.(앨마서 37:38~47 참조)

3. 그 상징이 구주에 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주님은 아담

에게“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모세서 6:63)라고 말 하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에 나오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는가?

기록한다

종이나 공책을 가까이에 두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생각들, 즉 목록들, 여

러분이 얻은 특별한 깨달음, 또는 여러분이 읽은 것에 관한 느낌들을 기록한

다. 다음에 경전을 읽을 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 경전 여백에 이러한 것들을 적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구절에 표시하는 것을 좋아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옳거나 그

른 방법이 없다.(여러분은 아무 표

시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중요

한 단어와 구에 색칠하거나 또는

밑줄을 긋는다. 경전에 표시를 하

는 또 다른 방법은 여백에 참조 성

구를 적는 것이다. 같은 주제를 다

루는 여러 성구에 이렇게 해두면

여러분은 그 중 하나만 찾으면 나

머지를 다 찾을 수 있는 특정 주제

에 한 성구 사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구에 표시를 하는 것은 종종 중

요한 구절을 더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읽은 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스스로 질문해 보고

아는 것과 배운 것을 평가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때때로 이것을“묵상”(여호수아 1:8 참조)이라고 부른다. 경전에

는 상고, 특히 경전을 상고한 결과, 중요한 계시를 얻은 몇 가지 훌륭한 예가

나온다.(교리와 성약 76:15~20; 138:1~11 참조)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 생활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어떤 복음 원리가 나왔는가?”“그 원리들은 나의 생활과 어

떻게 연관되는가?”경전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의 속삭임에 귀를 기

울이는 것으로, 그 은 주님께서“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요한복음 16:13)라고 약속하셨던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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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니파이는 이사야가 가르쳤던 몇 가지 원리를 그들의 상황에 연관시

켜서 경전을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했다. 그는 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

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님을 가르쳤다.

또한 그들이 회개한다면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전서 19:24; 21:14~16 참조)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 을

자신과 형들에게 적용한다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한 그들의 신앙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니파이전서 19:23 참조)

다시 읽는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처음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다. 경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평생에 걸친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경전을 두세

번 읽은 후에야 표현 양식을 알게 되고, 더 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되

며,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이야기나

한두 구절을 자신의 말로 써 보려는 것도 읽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로 써본다

어떤 사람들은 일지에 그들이 읽은 것에 한 주요 개념과 그것에 해 어떻

게 느꼈는지, 또는 읽은 것을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해 생각한

것을 계속 기록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재로 가정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다면 여러분은 학점을 얻기 위해 공책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 공책은

경전 일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읽은 것에 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해

두는 것과 여러분이 알게 된 것

을 토론하는 것은 읽은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적용한다

경전에서 얻는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배운 로 생활할 때 온다. 주님께 진정

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복음 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배

운 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을 받을 것이며 그 반면에 배운 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잃을 것이라고 말 하셨다.(앨마

서 12:9~11 참조)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

리스도의 말 을 말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기를, 그리스도의 말 을 흡족히 취하라 하 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 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

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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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제6주

제7주

제8주

제9주

제10주

제11주

제12주

제13주

제14주

제15주

제16주

제17주

제18주

제19주

제20주

제21주

제22주

제23주

제24주

제25주

제26주

제27주

제28주

제29주

제30주

제31주

제32주

제33주

제34주

제35주

제36주

십 분 이상 읽은 날 금주에 읽어야 할 부분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 2 3 4 5장

마태복음 5(앞주에 이어서) 6 7 8 9 10장

마태복음 11 12 13 14 15 16장

마태복음 17 18 19 20 21 22 23장

마태복음 24 25 26장

마태복음 27 28장 마가복음 1 2 3장

마가복음 4 5 6 7 8 9 10장

마가복음 11 12 13 14 15 16장

누가복음 1 2 3 4 5 6장

누가복음 7 8 9장

누가복음 10 11 12 13 14 15장

누가복음 16 17 18 19 20 21장

누가복음 22 23 24장

요한복음 1 2 3 4 5장

요한복음 6 7 8장

요한복음 9 10 11 12장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요한복음 18 19 20 21장

사도행전 1 2 3 4 5장

사도행전 6 7 8 9 10 11 12장

사도행전 13 14 15 16 17 18 19 20장

사도행전 21 22 23 24 25 26 27 28장

로마서 1 2 3 4 5 6 7 8장

로마서 9 10 11 12 13 14 15 16장

고린도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장

갈라디아서 1 2 3 4 5 6장 에베소서 1 2 3 4 5 6장

빌립보서 1 2 3 4장 골로새서 1 2 3 4장 데살로니가전서 1 2 4 5장 데살로니가후서 1 2 3장

디모데전서 1 2 3 4 5 6장 디모데후서 1 2 3 4장 디도서 1 2 3장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 2 5 7:1~4 11 12 13장

야고보서 1 2 3 4 5장 베드로전서 1 2 3 4 5장

베드로후서 1 2 3장 요한1서 1 2 3 4 5장 요한2서 1장 요한3서 1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1 2 3 5 6 7장

요한계시록 10 11 12 14 15장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신약전서 독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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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의 지상 성역에 한 기록

신약은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

이다. 또한 신약에는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여행과 가르침이 기

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Testament)이란 말이“성

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약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와 맺으신 거룩한

약속이다. 성약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커다란 축복

을 얻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생을 얻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복음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서약(Testament: 구약전서나 신약전서의 전서

를 뜻함)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성약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복음은 새롭고도 원한 서약 즉, 성약[교성 22:1 참조]이며, 예비적인 복음,

즉 모세의 율법은 모세 또는, 좀 더 낮은 서약(성약)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절정의 시기에 복음을 회복하셨을 때 그것은 모세의 시절 이래로 시

행되었던 구약(옛 성약)과 비교하여 신약(새로운 성약)이었습니다.”(신약 교리

주해, 3권 [1966~1973년], 1:63)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고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뀜)의 때부터 주님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성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가 탄생하셨던 당시 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세상 도

처에 흩어져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었다. 남아 있었던 유일한 이스라엘인들

은 주로 유 인이었으며 그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적인 암흑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구약 시 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약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당시에 유 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에 있었다. 그들

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으며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지배한 토의 일부 다.

신약전서 미리 살펴보기 — 목차

여러분의 성경 앞에 나와 있는“목차”를 살펴본다. 신약의 책들은 연 순이

아니라 책의 유형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신약에 들어 있는 여러 책들을 기억

할 수 있도록 목차에 표시한다. 

1.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불리며 각각

저자의 이름을 따라 이름 붙여졌다. 복음이란 말은“좋은 소식”을 뜻한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에 한 이 기록자들의 간증이 수록

되어 있다.

2.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며 사도들의 감리 아래 이룬 교회의

성장에 한 기사이다.

3. 바울의 서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한(편지)들

이다. 그것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지부나 개인, 또는 그룹의 이름을 따

랐다.

4. 일반 서한.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도 역시 서한들이다. 그것들은 종종

일반 서한으로 불리며 그것을 썼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랐다.

5.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때때로 묵시록으로 불림)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

데 그는 복음서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서한도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은 그

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기사이다.

신약 학습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구주께서는“ 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요한복음 17:3)이라고 간증하셨다. 구주에 관해 배울 때 신약에

나오는 그분의 지상 성역에 한 기록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는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 했다. “신약은 마음과 정신에 참으로

많은 것을 남겨 주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증언입니다. 이러한 혼의 정화는

개인의 간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과 정신에 아무런 증거를

남겨 주지 않는다면 간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같은 행동을

통해 더 높은 적인 고지로 나갈 수 있도록 구주께서 가르치신 어려운 교리

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 로 생활합시다.”(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찾음 [1995

년], 16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청녀들에게 경전을 읽는 것에 관해 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청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의무라기보다

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경전 공부가 하나님의 말 을 사

랑하는 습관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

지고 여러분의 은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성스러운 생각과 말 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루한 느낌은 놀라운

경험으로 바뀔 것입니다.”(“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98쪽)

신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욱 많은 것을 가르

쳐 주는 진리와 그분의 복음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학습의 일부로 공책에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과 숙제들을 적을 것이다. 여

러분이 구주에 해 배운 것, 특별히

여러분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을 적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의 속삭임을 듣

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의 마음은 예

수 그리스도에 한 간증으로 채워질

것이다.

신약으로 초 함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다.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는 로마 정부의 세리, 즉 세금 징수관이었다.(마태복음 9:9 참조) 그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최초의 십이사도 중 한 명이 되었

다. 그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마가복음 2:14 참조) 마태에 관

해 더 자세히 알려면 경전 안내서의“마태”를 참고한다.(71쪽)

마태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별도의 사슬로 묶

어 비교한다면, 마태의 간증은 두 가지를 함께 묶는 연결 고리로 간주할 수

있다. 마태는 신약의 다른 어느 저자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 마태복음

첫 부분은 구약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예수의 오심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래 표가 보여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약속과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태는 예수께서 메시야에 한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시 에 유 인들이 따랐

던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을 주셨는지도 가르쳤다.(마태복음 5~7장

참조; 특히 마태복음 5:21~22, 27~28, 31~32, 38~42을 주목한다) 또

한 마태는 예수께서 메시야라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를 거부했는지에 관해서 마가나 누가, 요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구약의 법과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

을 미루어 보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 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태는 유 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메시야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만들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들이 여러 복음서에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다음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들이다.

• 요셉이 꿈을 꾸고 마리아와의 결혼을 결심한 이야기(마태복음 1:18~20

참조), 동방 박사의 방문(마태복음 2:1~13 참조), 어린아이들의 살육과 헤

롯을 피해 애굽으로 간 이야기(마태복음 2:14~18 참조)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구체적인 주변 이야기들

• 완전한 산상수훈(마태복음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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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9

구약의
예언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예언에 관한
마태의 간증

예언 성취

동정녀에게서태어나실것이다.(이사야 7:14 참조) 마태복음1:18~23

베들레헴에서태어나실것이다.(미가5:2) 마태복음2:1~6

아브라함의후손이자 마태복음1:1~17

다윗왕의후손이될것이다. 

(이사야9:6~7; 아브라함서2:11 참조)

그가나실때에열방의왕들이그에게탄생예물을 마태복음2:1~11

가져올것이다.(시편72:10)

하나님의아들이애굽에서나올것이다. 마태복음2:13~15

(호세아11:1 참조) 

메시야는나사렛인으로불릴것이다. 마태복음2:23

(미상) 

길을예비하기위해한사람이메시야보다앞서올것이다. 마태복음3:1~3; 

(이사야40:3; 말라기3:1 참조) 11:10

메시야는갈릴리에서지내실것이다. 마태복음4:12~23

(이사야9:1~2) 

메시야는비유를사용하실것이다.  마태복음13:10~15,

(시편78:2; 이사야6:9~11 참조) 34~35

위 한기적들을행하실것이다. 마태복음11:4~5

(이사야35:5~6) 

통치자들은메시야를거부할것이다. 마태복음21:42

(시편 118:22; 이사야8:14 참조)

메시야는은삼십에팔릴것이다. 마태복음27:3

(스가랴11:12) 

사람들은메시야의뺨을칠것이며(미가 5:1 참조),  마태복음

그에게침을뱉고(이사야50:6 참조), 조롱할것이다. 27:30~31, 

(시편22:7~8 참조) 39~44

사람들은메시야에게쓸개탄포도주를마시라고줄것이다.  마태복음27:34

(시편 69:21 참조)

메시야는죄인들가운데서돌아가실것이며 마태복음27:38,

묻히실때는부자와함께하실것이다. 57~60

(이사야53:9,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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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복음서에 없는 10가지 비유

• 구주의 부활이 있은 후 성도들의 부활과 출현(마태복음 27:52~53 참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와 같은 중요하게 자주 인용된 예수님 말

마태복음1장

예수그리스도의탄생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의 후손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가족 역사로 그의 간증을 시작했다. 예

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

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져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했

다.(창세기 12:2~3; 아브라함서

2:9~11) 

예수님이다윗왕의후손이라는것은유

인들이메시야는다윗왕의문자그

로의후손일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기때문에중요했다.(이사야11:1~9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만약 유 왕국이 자

유를 누리는 독립 국가가 되어 다윗 왕 시 이후로 합법적인 주권으로 통치

되었더라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왕위를 물려받았을 것이며 그의 법적인 후

계자는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예수 그리스도, 89쪽)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루는 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과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태복음 1장 18~2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길러주고 보호해주었던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찾아본다.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1~17 — 누가복음 3:23~38

마태복음 1:18~24 — 누가복음 2:1~7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18~19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공식적인 합의를 한 것이 정혼이다. 이 합의는 구속력이 매우 강해서

어느 한쪽이든 그 기간 동안 충실하지 못하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

했다.(신명기 22:23~24)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때문에 매우 근심

했던 이유이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는 동안 활동 가를 한다. 

예수님을 위해 한 아버지를 예비함

1.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마

태복음 1:18~19 참조)  

2.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는가?(마태

복음 1:20~25 참조) 

3.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의 지상 생활 동안 아버지가 되게 할 만큼 신임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마태복음 1장 18~25절을 읽고 그러한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응했는지

를 주목한다. 그가 보여 준 자질 중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위해 발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최소한 두 가지 적는다.

마태복음2장

예수님을찾아온박사들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에 유 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로마는 헤

롯을 유 의 왕으로 임명했다. 헤롯은 유 교로 개종했던 이두매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는 막 한 비용을 들여 성전을 재건축하며 유 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통치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

람들을 빈틈없이 경계한 것과 잔인한 행동으로 유명한데, 그 중 한 가지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헤롯왕과 그의 가족에 한 더 자세한 설명

을 찾고 싶다면 경전 안내서 297쪽, “헤롯”참조)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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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with child 잉태된 것이 나

타났더니(18절) — 아이를 낳을 예정

인, 임신한

Be with child 잉태하여(23절) —

아기를 낳을 예정인, 임신한

Of the Holy Gost 성령으로(18절)

—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났다.(그러나

성령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Just 의로운(19절) — 의로운

Being Interpreted is 번역한즉(23

절) — 의미하다. 번역되다.

Knew her not 동침하지 아니하더

니(25절) —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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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마태복음 2장에서 새로 태어난“유 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의

헤롯왕에게 갔던“동방에서 온 박사”에 관해 읽을 것이다. 동방에서 온 이

들에 한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전해진다. 왜 마태가 구주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한 그의 간증에서 특별히 그들을 언급했는지를 밝혀줄 단서를 찾

기 위해 마태가 그들에 하여 언급한 것을 살펴본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추가된 부분을 살펴 본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22~23 — 누가복음 2:39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2 —“우리가 … 그의 별을 보고”

비록 민수기의 어떤 한 예언에 메시야를“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민수기

24:17)라고 언급했지만 구약(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을 기준으로)에는 메시

야 탄생의 표적으로 별을 언급한 구체적인 예언이 없었다. 그러나 몰몬경의 선지

자인 사무엘은 구주의 탄생의 표적으로“새 별”이 돋을 것이라고 예언했다.(힐라

맨서 14:5 참조)

아기 예수와 그 부모의 여행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사실만 알아보기

“동방에서 온 박사”에 해 많은 이야기와 전설들이 있다. 마태복음 2장

1~13절에 나오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그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2.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3. 그들은 그곳에 왜 갔는가?

4.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던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 

5.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6. 예수님을 방문한 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반복되는 개념을 주목한다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셨는가?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

던 이유를 말해 주는 하나 혹은 세 성구들 옆에 참조 성구로 교리와 성약 1

편 38절을 적어둘 수 있다.

나는 예수님에 해 무엇을 아는가?

1. 여러분의 공책에 아래처럼 표를 만들고 마태복음 2장 1~10절에서 읽은

것을 근거로 그 표를 채운다.

2. 다음 질문에 한 답을 적는다. 나는 예수님에 해 무엇을 알며, 내가 알

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3장

예수님이침례요한에게
침례를받으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년기 사이의 시기에 해 간단

한 요약을 덧붙 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3:24~26 참조) 마태

복음 3장은 예수님이 약 서른이 되신 시기부터 시작된다. 이 장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 간증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탄생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5~25절

에 나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헤롯이 그 땅에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살해할 때(마태복음 2:16~18 참조)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을 광야에 숨겼

으며, 요한의 아버지는 아기를 숨긴 곳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되었다

고 가르쳤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45~246쪽; 마태복음 23:35 참조)

Scribes 서기관(4절) — 유 인의 율

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교사

Privily 가만히(7절) — 은 히, 비

스럽게

Enquired 묻고, 알아본(7, 16절) —

질문한

Frankincense, myrrh 유향과 몰약

(11절) — 향으로 태우고 향수로 사용

되는 방향 식물(강한 향을 가진)의 수

액

Slew 죽이니(16절) — 살해하니

Lamentation, mourning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18절) — 슬퍼하고 울

며

Thither 거기로(22절) — 그곳으로

Turned aside 떠나가(22절) — 돌아

가

지 중 해

애 굽

유

베들레헴

나사렛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에 해

무엇을 알았는가?

그들은 그것을 안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박사들

헤롯

제사장과 서기관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태어나기 수백년 전에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했던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

니고 있었다.(이사야 40:3; 말라기 3:1; 니파이전서 10:7~10 참조) 우

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아론 신권의 열쇠를 행

사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

님 아버지께서 말 하신 것을 통해 여러분은 침례의 중요성에 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본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3:1~12 — 마가복음 1:2~8; 누가복음 3:1~20

마태복음 3:13~17 — 마가복음 1:9~11; 누가복음 3:21~22; 

요한복음 1:29~34에 있는 요한의 간증도 참고한다.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3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 다음 나 또는 다를 한다.

아론 신권 행사(사용하기)

1. 교리와 성약 13편은 1829년에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지상에 회복해

주었을 때 했던 말 이다. 그는 아론 신권의 세 가지 열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 (2) 회개의 복음을 베푸는열

쇠, (3) 죄사함을위한침수로서의침례를베푸는열쇠. 마태복음3장에서

요한이이세가지열쇠를사용한구절(혹은여러구절)을찾아본다.(천사의

성역을베푸는열쇠를이해하는데도움을얻기위해모로나이서7장

29~32절을읽을수있다. 이구절은특히요한이했던일에적용되는것

같다.) 여러분이선택한구절에나오는요한의행동을통해어떻게신권의

열쇠가행사되었는지에 한간단한설명을적는다.

2. 오늘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이와 똑같은 아론 신권의 세 가지 열쇠를 사

용하는 방법을 묘사한다.

예수님의 침례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요한이 유 인에게 침례를 베푼 목적

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11 참조)

2.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침례를 받

으셨는가? (마태복음 3:13~15; 니파

이후서 31:5~9 참조)

3.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

게 갔다고 생각하는가?

4. 침수가 왜 침례의 중요한 상징이며,

예수님이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으셨다

는 단서를 마태복음 3장 13~17절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는가?

5.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례를 승인하셨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마태복

음 3:16~17 참조)

선교사 되보기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마태복음 3장 13~17절을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

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별개의 세 분이심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적

어본다.

마태복음4장

예수님의시험과성역의시작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던]”(히브리서 4:15)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분은 유혹을 경험하셨고,, 그것에 저항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잘 아신다. 마

태복음 4장 1~11절을 읽고 예수님이 유혹을 극복하시는 방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모범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복음

을 전파하려고 준비하실 때 이 시험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오늘

날에도 구주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역을 베푸는 우리의 부름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기 위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Raiment 옷(4절) — 의복

Leathern girdle about his loins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4절) — 허리에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Meat 음식(4절) — 양식

Pharisees and Sadducees 바리새

인과 사두개인(7절) — 다른 두 그룹

의 유 지도자(경전 안내서 89,

119쪽“바리새인”과“사두개인”참고)

Vipers 독사(7절) — 독이 있는 뱀(종

종 사악함의 상징)

Wrath 진노(7절) — 노여움

Fruits 열매(8절) — 행위와 행동

The ax is laid unto the root of

the trees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 으

니(10절) — 심판이 가까이 왔다 또는

하나님이 그분의 땅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

Bear 들기(11절) — 들어올리기(전체

적인 문장은 구주의 사명이 요한의 사

명보다 훨씬 위 함을 말하는 상징적

인 표현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

복음 3:38 참조)

Fan 키(12절) — 먹지 못하는 바깥의

가벼운 껍질(겨라고 불림)과 알곡을 분

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키질

Pruge his floor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12절) — 추수 장소를 청

소함

Forbad him 말려(14절) — 하지 말

도록 이야기함

Becometh us 합당하니라(15절) —

우리가 행할 올바른 일이니라

Descending 내려(16절) — 내려와

Lighting 임하심(16절) — 착륙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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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4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시면서 행하고 말 하셨던 것을 전해준다. 이 장에 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모두 읽는다. 처음에 나오는 11구절에 아주 중요한

변경들이 몇 가지 있다.

마태복음 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4:1~11 —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마태복음 4:12~17 — 마가복음 1:14~15

마태복음 4:18~22 — 마가복음 1:16~20; 누가복음 5:1~11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1 — 광야

유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거칠고 힘든 곳이다. 그곳은 아주 건조한 모래 사

막으로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 투성이의 땅이다. 여름에는 섭씨 46도가 되는 무

더운 곳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4:1~11 — 유혹을 극복한 방법

교리와성약20편22절은예수님이유혹이왔을때단순히“개의치아니하셨[다]”

고알려줌으로써우리가더잘이해할수있게해준다. 십이사도정원회의일원이었

던닐에이맥스웰장로는이렇게말 했다. “예수님이하신 로유혹을물리치기는

커녕많은사람들이유혹에관심을두기때문에곤경에빠집니다! 제선교부회장님

은악한생각이마음속으로들어오는것을늘막을수는없을지몰라도그악한생

각에게의자를내주어자리를차지하고앉도록해줄필요는없다고말 하시곤하

셨습니다.”(“일어나아버지께갈것입니다”, Ensign, 1993년9월호, 67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유혹에 저항함

1. 다음 도표를 만들고 마태복음 4장 1~10절에서 발견한 자료와 여러분 자

신의 생각과 경험을 도표에 적어 넣는다.

2.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신 각각의 방법에 해 어떤 점이 비슷한

지 유의한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근거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관한 다음

충고를 완성한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유혹에 저항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 이다.

나를 따라오라

1. 마태복음 4장

18~2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네 사람을 열거

한다.

2.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

엇을 포기했는

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3.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교회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

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선택한 상황에 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열거한다. 그런 다음 그 희생이 왜 가치있는 것인지 그 사람에게 해줄 말

을 적어본다.

마태복음5장

산상수훈
제1부

만일 그리스도에 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한 개요를 전해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해줄 것인

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줄 것 중 많은 부분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것에서

나올 수 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7장에 나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에게 거의 똑같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유

의해보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제3니파이 12~14

장 참조)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 가르침

“나를 따라오라”

The tempter 시험하는 자(3절) —

사탄, 악마

Proceedeth 나오는(4절) — 나아오

는

Holy city 거룩한 성(5절) — 예루

살렘

Pinnacle 꼭 기(5절) — 탑

Cast 뛰어내리다, 잡히다(6, 12절)

— 뛰어내리다, 감옥에 갇히다.

Charge concerning thee 너를 위

하여 … 명하시리니(6절) — 예수님

을 지켜보고 도와줄 권능

Lest (6절) — … 않게,  … 할 것

에 비하여

Dash 부딪치지(6절) — 치다

Get thee hence 물러가라(10절) —

이곳에서 떠나라

Straightway 곧(20절) — 즉시

Thence 거기서(21절) — 그곳에서

Synagogues 회당(23절) — 유 교

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위해

함께 모이는 건물

Divers 각종(24절) — 온갖

Torments 고통 당하는(24절) — 문

제, 고통

첫 번째 유혹

(2~4절)

두 번째 유혹

(5~7절)

세 번째 유혹

(8~10절)

무슨 유혹이었는
가?

예수님은 어떻게
응하셨는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비슷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는데 왜 필수적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마태복음 7:21, 24~27; 제3니파이 15:1 참조) 사도 던 브루

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이 가르침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

해 해야 할 일을 … 요약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원한 개념들은 그것

을 듣는 사람들(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적 능력이 허락하

는 만큼만 그 말 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멸의 메시

야: 베들레헴에서 갈보리까지, 4권 [1979~1981년], 2:116)

마태복음 5장은 진복팔단(Beatitude)으로 알려진 일련의 가르침으로 시작

한다. 어의 Beatitude라는 말은“행복, 행운, 축복”을 뜻하는 말에서 나

왔다. 1~12절 사이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나온다. 이 말

을 사용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한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체로 예수님이 그분의 율법과 계명이

모세의 것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의로움의 표준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치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가서 생을 누리게 할

권능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더 높은 율법이 그들을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도

록 도와줄 것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완전”하게 되도록 도와줄 것이

라고 약속하셨다.(마태복음 5:20, 48 참조)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음식에맛을더해줄뿐만아니라음식의부패를막는데에도사용되었다. 따

라서하나님과성약을맺고지키는것은우리를 적인“부패”에서지켜주기때문에

소금이성약을맺는것의상징으로사용되었다. 교리와성약101편39~40절에서

주님은 원한복음과성약을받아들이는사람들은세상의소금이라고말 하셨다.

소금은불순물같은다른물질과섞이면본래의맛을잃는다. 그러면그것은쓸모없

어져서맛을내는데나보존제로쓰지못하게된다.

마태복음 5:23~24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구절에서 제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희생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 즉 십일조를 바치는 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일 등에 모두 적용된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에 나오는 계명은 우리

가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우리

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제물”을 바쳐도 진정으

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다.(요한1서 4:20~21; 앨마서 34:26~29 참조)

마태복음 5:29~30 —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체 일부를 떼내버리는 징벌을 권고하셨

을까?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체 일부를 떼내버리라는 것

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죄를 없애는 것에 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해 이 비유를 말 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 엄청난 통

제력을 행사해야 하며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5:34 참조)

마태복음 5:33~37 — 맹세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 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었지만 성전이나 도시, 또는 다른 것들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리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거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야 하며, 맹세를 하든 안하

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

한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진복팔단: 행복을 얻는 지침서

마태복음 5장 3~12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태도나 행동

에 해 말 하셨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태도나 행동을 열거하

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열거된 각 태도나

행동에 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

Meek 온유(5절) — 교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함

Merciful 긍휼(7절) — 친절함, 용서

해줌

Revile 욕하고(11절) — 비열하고 나

쁜 말을 함

Bushel 말(15절) — 바구니

Jot or tittle 일점 일획(18절) — 아

주 작은 것(실제로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부호)

In danger of the council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22절) — 유 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법적인 고발 사항에

하여 답변하도록 소환됨

Ought 일(23절) — 어떤 것

Be reconciled 화목(24절) — … 와

문제를 해결함

Adversary 고발하는 자(25절) —

적, 적자

Adultery 간음(27~28, 32절)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

Lust after 음욕을 품고(28절) — 누

군가에 해 부도덕한 성적인 생각을

가짐

Profitable 유익(29~30절) — 더

좋은

Put away 버리려거든, 버리면

(31~32절) — 이혼하면

Saving 없이(32절) — 제외하고

Fornication 음행(32절) — 성적인

죄

Forswear thyself 헛맹세(33절) —

맹세로 거짓말을 함, 약속을 깨뜨림

Swear 맹세(34절) — 하나님의이름

또는신성한것의이름으로약속함

Compel 억지로(41절) — 강제로

Twain 십 리(41절) — 두 배로

Despitefully 박해하는(44절) — 증

오하는

Publicans 세리(46절) — 세금 징

수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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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예를 들어본다. 예를 들면서 그런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

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해 생각해 본다.

성구 익히기— 마태복음 5:14~16

1. 제3니파이 18장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에

게 비치게 할 수 있는가?

2.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빛”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본다.

3.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르면 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

기를 바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 하신 것에 유의한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에만 엄격하게 순종하려고

주의를 기울 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

에 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2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모세의 율

법 아래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례 전통들에 관해 말 하셨다. 예수님은 각각

에 해 그분의 왕국의 일원에게 요구되는 더 큰 의를 설명하셨다.

모세의“옛”율법과 그리스도의“새”율법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분의 공책에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든다. “새 율법 또는 표준”란에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특정한 계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 하신 방법을 열거한다.

마태복음6장

산상수훈
제2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계속된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주

님을 우리 생활에서 첫째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를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비롯

되는 축복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25~34절의 권고는 특별히 새로 부름받은

사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비록 이 구체적인 권고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은 아

닐지라도 교회 회원은 모두 그 구절에서 가르친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6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다와 다른 한 가지 활동(가 또는 나)을 한다.

본보기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것(마태복음 6:1~4), 기도하는 것(5~15절), 금식하는

것(16~18절)에 해 주신 권고에서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된 의

로움으로 간주하신 것에 한 이 반복된 개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5~15절에는 기도에 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의

일부가 나와 있다. 9~13절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린다. 기도의 각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에서 여러분이 배워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책에 적는다. 

성구 익히기 — 마태복음 6:24

1.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 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음 세

가지 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가? 각 상

황에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a. 마이클(18세)은 선교 사업 비용을 모으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을 얻기로 선택했다.

b. 다나(16세)는 교회 회원이 아닌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면서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구절들
옛 율법 또는 표준 새 율법 또는 표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 것
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 ”

Take heed 주의하라(1절) — 유의하

라

Alms 구제(1~4절) — 가난한 자를

도움

Synagogues 회당(2, 5절) — 교회,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장소

Vain repetitions 중언부언(7절) —

아무런 뜻도 없는 방법으로 똑같은 말

을 거듭 반복함

Heathen 이방인(7절) —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Hallowed 거룩히(9절) — 신성하게,

성스럽게

Debts 죄(12절) — 잘못, 죄, 과오

Trespasses 잘못(14절) — 죄

Countenance 기색(16절) — 외모,

특별히 얼굴의 표정

Disfigure 흉하게 하느니라(16절) —

좋지 않게 보이려고 한다.

Corrupt 해하며(19절) — 못쓰게 만

들며

Despise 경히 여김(24절) — 아주 싫

어함, 증오함

Mammon 재물(24절) — 세상적인

부

Raiment 의복(25절) — 옷

Sow 심다(26절) — 씨를 뿌리다

Reap 거두다(26절) — 익은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함

Add one cubit to his stature 그

키를 한 자나 더함(27절) — 키가 크게

됨

Toil 수고(28절) — 일

Spin 길쌈(29절) — 옷을 만들 실을

만드는 것, 물레질

Arrayed 입은 것(29절) — 의복을

걸침(양육된다는 의미)

Wherewithal 무엇을(31절) — 어떻

게

Sufficient unto the day is the

evil thereof 한날의괴로움은그날

로족하니라(34절) —현재의일을돌보

고, 장차일어날문제들때문에현재성

취할수있는것을잃지않도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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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스미스 형제(35세)는 자신의 고객에게 물건을 100% 정직하게 판매하

지 않고 얻는 돈으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친다.

2.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23절에서 주신 권고는 24절에서 이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3. 예수님은 그분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마태

복음 6:20, 22, 33 참조)

마태복음7장

산상수훈
제3부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관해 생

각하거나 음식에 관해 이야기

하고, 음식 사진을 보더라도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산

상수훈의 이 마지막 장에서 예

수님은 몇 가지 가르침을 더

주신 다음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단지 그것을 믿거나 공부하거나 그것에 해 이야

기할 때가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7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마 중 세 가지를 한다.

판단함

1.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고 다음 문장을 여러분의 말로 완성하여 예수님

의 가르침을 공책에 요약한다.

a.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로 하나님도 …

b.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 해야 한다.

2.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의롭지 않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한다.(마태복음 7장 15~20절을 참조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

해 모로나이서 7장 12~19절을 참조한다.)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1.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11절에서 가르치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의 기

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 제3니파이 18장 20절과 교리와 성약 50편 28~29절, 88편 64~65절

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에 관해 어떤 정보가 더 나와 있는가?

그림을 그림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나온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각

부분에 그 명칭을 적는다.

중요한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1. 마태복음 7장 16~27절에 나오는 나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에 한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2. 마태복음 7장 24~2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힐라맨서 5장 12절에서 의미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가?

3.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은 이야기를 보면 그 두 집에 폭풍

이“몰아친”후 오직 한 집만 그 로 서 있었다. 복음 로 사는 것이 인생

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적어본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산상수훈에서 공부한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의 생활에서 개선하고 싶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 관해 적는다.

마태복음8~9장

예수님이많은기적을베푸시다

예수님은 위 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 가운데로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마태복음 8~9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

수 인근 지역에 계신 동안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What measure ye mete 너희가 헤

아리는 그 헤아림으로(2절) — 여러분

이 무언가를 측량하는(혹은 판단하는)

그 방법으로

Rend 찢어(6절) — 찢음 또는 … 을

쪼개다.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이것이율법이요선지자니라(12절) —

이것이바로경전(기본적으로구약을뜻

함)이가르치는것이니라

Strait 좁은(13~14절) —폭이 좁은

Ravening 노략질하는(15절) — 흉포

한, 굶주린

Profess 밝히 말하되(23절) — 말하

되

Work iniquity 불법을 행하는(23

절) — 악한 짓을 하는

Liken 같으리니(24, 26절) — … 에

비유하리니

Founded 놓은(25절) — 지은

Astonished 놀라니(28절) — 깜짝

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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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적들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

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구주께서 흔히“성역을 베푸실 때 왕국의 복음을 전

파하고 …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평화와 장차 올 세상에서 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만“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

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상의 힘을 그분이 가지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서”기적도 베푸셨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분의 말 이 참되다는 증거 다.”(필멸의 메시야, 2:42; 마태복음 11:3~5

참조)라고 가르쳤다. 또한 맥콩키 장로는“기적 그 자체로는 사람들을 진리

로 개종시키지 못하지만 … 그것은 진지한 구도자를 깊이 감명시켜서 신앙

으로 이끄는 단계를 밟게 하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신약 교리 주해서,

2:81)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8~9장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에 한 기사를 읽고 그것들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각각의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예

수님을 더욱 완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생각해 본다.

마태복음 8~9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8:1~4 — 마가복음 1:40~45; 누가복음 5:12~16

마태복음 8:5~13 — 누가복음 7:1~10

마태복음 8:14~15 — 마가복음 1:29~31; 누가복음 4:38~39

마태복음 8:18~22 — 누가복음 9:57~62

마태복음 8:23~27 — 마가복음 4:35~41; 누가복음 8:22~25

마태복음 8:28~34 — 마가복음 5:1~20; 누가복음 8:26~39

마태복음 9:1~17 — 마가복음 2:1~22; 누가복음 5:17~39

마태복음 9:18~26 — 마가복음 5:21~43; 누가복음 8:40~56

마태복음 9:35~38 — 누가복음 10:2~3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4 —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그것에 해 이야

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20(24쪽)절에 해당하는“경전을 이해함”부분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8:21~22  — 왜 예수님은 그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한 다음 말 은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버지를 장

사하러가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

람이 계시의 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즉 만사를 아시는 분의 절 적인

지혜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러한 부름은 모든 이득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그렇

게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은 모든 개인적인 의무와 가족의 의무를 버린다. 사랑하

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에 그 로 머물면서 하

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신약교리 주해서, 1:304)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태복음 9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8~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신앙의 위 한 모범

1. 마태복음 8장 5~13절에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구주께 도움

을 청했던 로마 군 지휘관의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이스라엘인의 신앙

과 비교되는 그 백부장의 신앙에 해 10절에서 구주께서는 뭐라고 말

하셨는가?

Leper, leprosy 나병환자, 나병(2~3

절) —나병은피부나조직이나 신경

에일어난다양한질병을 가리킨다.

Centurion 백부장(5, 8, 13절) —

백 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로마 군

의 지휘관

Palsy 중풍병(6절) — 손발 따위를

못 쓰게 만드는 질병

Grievously tormented 몹시 괴로

워 함(6절) — 심한 통증을 느낌

Even 저물매(16절) — 저녁 때에

Infirmities 연약한 것(17절) — 약

함

Bare 짊어지셨도다(17절) — 감당하

다. 짊어지셨다. 

Perish, perished 죽겠나이다, 몰사

하거늘(25, 32절) — 사망하다

Rebuked 꾸짖으시니(26절) —

그만 두라고 명하심

Torment 괴롭게 하려고(29절) —

벌을 주려고

Swine 돼지(30~32절) — 돼지

Besought 간구하여(31, 34절) —

부탁하여

Befallen 일(33절) — 일어난 일

His own city 본 동네(1절) — 가버

나움

Blasphemeth 모독하도다(3절) —

거룩한 것을 경건하지 않게 말함

Son of man 인자(6절) —예수님은

자신이하나님아버지의아들이며하나

님아버지의이름중하나가“거룩하신

사람”(모세서6:57 참조)이므로자신을

인자라고부르셨다. 그러므로예수님은

“거룩하신사람의아들”이시다.

Thence 거기에(27절) — 그곳에서

Receipt of custom 세관(9절) — 세

금을 받는 곳

Sat at meat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10절) — 음식을 잡수실 때

Publicans 세리(10~11절) — 세금

징수원

Children of the bridechamber

혼인집 손님들(15절) — 결혼식의 하

객들

Bridegroom 신랑(15절) — 결혼을

하는 남자(종종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함)

Garment 옷, 겉옷(16, 20절) — 의

복

Rent 해어짐(16절) — 찢어짐

Minstrels 피리 부는 자들(23절) —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Give place 물러가라(24절) — 나가

라, 비켜라.

Laughed him to scorn 비웃더라

(24절) — 놀림, 경멸함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27절) —

그들이 그들의 왕, 즉 메시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될 분이 다윗의 자

손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

는 특별한 이름

Dumb 말 못하는 사람(32~33절) —

말을 못하는 사람

Moved with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니(36절) — 사랑과 연민의 감

정을 느낌, 측은하게 여김

Fainted 고생하며(36절) — 낙담하고

지친

Plenteous 많되(37절) —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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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9장의 내

용에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놀라

운 신앙의 예를 두 가지로 설명한

다.

3. 마태복음 9장 20~22절에 나온

여인과 마태복음 9장 27~29절에

나온 소경은 그들의 신앙을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4. 더 큰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여러

분 생활의 한 면이나 복음의 가르

침을 선택한다. 백부장이나 그 여

인, 그 두 사람의 모범은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가장 큰 기적”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큰 기적은 신앙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

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했던 사람에게 오는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 새롭고 더욱 훌륭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로 생활한다면, 내부

에서 이해력이 커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서 새로운 힘

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Conference Report, 1952년 4월,

34쪽)

마태복음 9장의 모든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윗소 장로가 이야기한 종류의

기적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인가?

의원이 필요한 때

1. 마태복음 9장 10~12절에 따르면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2. 이 구절은 여러분이 적으로 발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3. 누군가를 교회에 가입하게 하거나 다시 활동화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일꾼을 구함

1. 마태복음 9장 36~3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왜 그

렇게 생각하셨는가?

2.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6~38절에서 말 하신“일”을 위해 사람을 구하

는 가상 신문 광고를 작성해 본다. 광고 문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과 함께 봉사 할 사람의 자격도 써 넣는다. 

마태복음10장

십이사도에게주신가르침

마태복음 9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실 위 한 사업을 성취하

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포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열두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란 명칭은“파송된

자”를 뜻한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파송된 제자들이나 교회의 다른 부름에

종사하는 제자들과 달리 이들을 주님의 특별한 표자와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는 권능과 특별한 열쇠를 주셨다. 또

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 또는 가르침을 주

셨다. 이 메시지는 원래 십이사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일

에 주님의 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장에 나온 원리에서 배울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0:1~4 — 마가복음 3:13~19; 누가복음 6:12~16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0장

Purse ScripScrip StaffStaffPurse 

Surname 성(3절) — 성

Betrayed 판(4절) — 배반한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집(6절)

— 이스라엘(야곱)의 자손들

Provide neither 가지지 말고(9절)

— 지니지 말고

Purse 전 (9절) — 돈을 넣는 주머

니가 달린 천으로 만든 허리띠

Staves 지팡이(10절) — 걸어다닐 때

사용하는 지팡이

Worthy 합당한(11, 13절) — 훌륭

한

Abide 머물라(11절) — 체류하다

Salute it 평안하기를 빌라(12절) —

인사하라

It shall be more tolerable 견디기

쉬우리라(15절) — 벌이 더 가벼울 것

이다

Scourge 채찍질(17절) — 매로 침,

채찍질

Endureth 견디는(22절) — 포기하지

않는

Beelzebub 바알세불(25절) — 악마

Farthing 앗사리온(29절) — 아주 적

은 액수의 돈

Variance 불화(35절) — 다툼

주머니주머니 전전 지팡이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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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0: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니라”

이 구절과 그 앞뒤에 나온 구절들이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교회의 일부 개종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현

실이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그런 개종자 중 한 사람에 해 말 했다. 이야기

속의 그 사람은 미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비기독교 국가에서 파견된 해

군 장교 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는 교회를 소개받았고 침례받기로 결정했다. 본

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힝클리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힝클리 회장이 이야기

한 그들의 화이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형제님이 기독교인, 특히 몰

몬 교인이 되어 귀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말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그는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집안에서는실

망을하겠죠. 아마저를쫓아내고죽은자식으로여길지모릅니다. 그리고장래

와직장 문제에 해서도모든여건이제게불리하게돌아갈지모르겠군요.”

저는“복음을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

다. 그러자 그는 눈물에 촉촉히 젖은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잘생긴 갈색 얼

굴을 들고“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하고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성도의 벗, 1993년 10월호, 4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십이사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언급된 십이사도의 이름을 열거한다. 그런 다음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최소한 한 가지씩 적는다.

선교사가 받는 과제와 약속

1. 마태복음 10장 17~18, 22~25절을 다시 살펴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

파하러 나아갈 때 겪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 하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를 열거해 본다.

2. 선교사업을 하면서위에서열거한것과같은상황을경험한사람이있으면

그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도록부탁한다. 그사람이경험한상황옆에

×표를 한다. 여러분이알게된것을공책에간단히기록해둔다. 

3. 여러분이 위에 열거한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19~20, 26~3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

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마태복음 10장 34~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 되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말 을 하셨다. 그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34절 참조), 그가 가족이 서로 항하도록 이

간시키며(35~37절 참조),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39절 참조)이라고 말 하셨다.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요한복음 14:27 참조) 마태복음 10장 16~18절

과 24장 6~10절, 사도행전 12장 1~2절과 교리와 성약 76편 28~29

절을 읽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 이 적용되는 상황

에 관해 이야기한다. 

2. 우리는 복음의 한 가지 목적이 가족의 원한 인봉이라는 것을 안다. 마태

복음 10장 35~3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 은 어느 상황에서 옳게 적

용되는가?

3.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찾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11장

“내게로오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

그는 ⑴ 모세의 율법의 참된 정신과 의미를 전파하고, ⑵ 사람들에게 회개

와 침례,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야로부터 더욱 큰 진리와 축복을 받도록 준

비할 것을 가르치며 ⑶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야라는 것을 간증함으

로써 이 사명을 완수했다. 외관상으로는 요한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

들 중에 얼마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야 즉,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된 선지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

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자기 신

그분을 따르도록 도와주기 위해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본다.

침례 요한 — 평범한 선지자 이상인 사람

또한 마태복음 11장에는 구주께서 몸소 그분께 나아오라고 하신 놀라운 권

유가 담겨 있다.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1:2~19 — 누가복음 7:18~35

마태복음 11:20~24 — 누가복음 10:12~15

마태복음 11:25~27 — 누가복음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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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7~11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한을 어떻게 가장 큰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가 베푼

기적 때문에 그를 위 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

니다. 그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요한 전에나 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그의 손으로 행하도록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았는데, 그것은 인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을 행할 예를 누린 사람이 요한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특권과 광을 어느 누가 누렸습니까? 어느 누가 인

자에게 물의 침례를 베풀고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아니 그보다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

“셋째, 당시 요한은 지상의 왕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받은 유일

한 사람이었습니다. …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60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1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와 나를 한다.

돌아가서 보고하다

마태복음 11장 1~19절은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해 설명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 하셨다. 이 열아홉 개 구절의 말 을 기초로 하여 만

약 여러분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요한에게 돌아가 그에게 뭐라고 말

할지 세 가지만 적어본다. 여러분이 보았을 기적과 들었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포함시킨다.

“내게 오라”

1. 예수님은 그를 거절한 사악한 사람들에게 올 형벌(마태복음 11:20~24

참조)에 관해 말 하신 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그분께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2.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3.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짐스럽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열거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을 세 가지 고른다. 그리고 왜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 십일조를 바치는 것

• 매주마다 세 시간 동안 교회에 참석하는 것

•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

• 금식

•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

•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

마태복음12장

바리새인들이예수님을 적하다

마태복음 12장을 읽기 전에 당시 유 인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에 장로들의

전통(마가복음 7:5~9 참조)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복잡한 규정을 덧붙 음

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많은 규정이 우스꽝스러웠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일하

는 것”이므로 금지한 것 같은 것이다. 당시에 가장 유력한 종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따랐으며 그것이 선지자의 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전통에 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Shew 알리되(4절) — 알려줌

Offended in me나로 말미암아 실

족함(6절) — 예수님이 행하시거나 말

하신 것을 부끄러워 함

He that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11절) — 너희들(종교 지도자)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임

Suffereth violence 침노를 당함(12

절) — 박해와 반 를 당함

Elias 엘리야(14절) — 엘리야

Liken 비유함(16절) — 비교함

Lamented 가슴을 침(17절) — 슬퍼

하다

Gluttonous 먹기를 탐하는 … 사람

(19절) —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사

람

Winebibber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19절) —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Justified of her children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19

절) — 업적이나 행동으로 참되다는

것이 입증됨

Upbraid 책망(20절) — 비난함, 꾸

짖음

Woe 화 있을진저(21절) — 경고

Sackcloth and ashes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21절) — 유 인들은 상을

당하거나 회개할 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낙타나 염소의 털로 짠 거친 섬

유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

렸다.

Tolerable 견디기 쉬우리라(22, 24

절) — 더 나으리라(벌이 더 적으리라)

Exalted unto heaven 하늘에까지

높아짐(23절) — 교만으로 가득참

Labour 수고하고(28절) — 아주 열

심히 일하고

Heavy laden 무거운 짐 진(28절)

— 무거운 짐을 진

Yoke 멍에(29~30절) — 소나 사람

이 짐이나 물건을 더 쉽게 나를 수 있

도록 사용된 나무로 된 틀

소의 멍에

Burden 짐(30절) — 사람들이 감당

하고 있는 것.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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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2:1~8 — 마가복음 2:23~28; 누가복음 6:1~5

마태복음 12:9~14 — 마가복음 3:1~6; 누가복음 6:6~11

마태복음 12:24~32 — 마가복음 3:22~29

마태복음 12:38~42 — 누가복음 11:29~32

마태복음 12:43~45 — 누가복음 11:24~26

마태복음 12:46~50 — 마가복음 3:31~35; 누가복음 8:19~21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3~6 — 안식일에 하는 일 중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한 설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지적

하며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바리새인들이 더

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전통은 범했을지라도 모세의 율법은 지켰음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예를 사용하셨다.(앞에 나온 마태복음 12장 소개 부분을 참조

한다.)

•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들이 주

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다.(사

무엘상 21:1~6 참조)

•   성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다른 장소에서는 하면 불법이 될 많은 일

을 해야 했다.

마태복음 12:18~20 — 이사야의 예언

이 예언의 의미는 메시야가 그분의 사업을 마치실 때까지는 그분을 적하는 사

람들에게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20절의 상징은 누구나 쉽

게 할 수 있는 것을 비유한다.(이미 상한 식물을 꺾거나 거의 꺼져가는 불을 끄는

것) 그러나 메시야는 그분의 사업을 마치시기 전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적들

을 벌하시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12:31~32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신을 거스른 죄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 이외에 모든 자를 구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

까? 이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보고 하나님을 안 다음, 그에 해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성신을 거스른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하늘

의 문이 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며, 구원의 계획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계획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배도한 많은 사

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342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안식일

마태복음 12장의 1~9절과 10~14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두 가지 다른 경우에 관해

말해 준다. 각각의 경우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을 적어 본다. 그것의 일부로서 이러한 개념들로 인

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게, 즉 더 훌륭하게 행동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음

1.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기록된 기적을 행하신 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23~24절 참조)

2. 왜 똑같은 사건을 본 두 그룹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

다고 생각하는가?(14절 참조)

3.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그분에 관해 말한 것에 해 어떻게 반

응하셨는가?(25~29절 참조)

예수님의 모범 따르기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은 부분 예수님이 그분을 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장에서 말 하시거나 행하신 것 중

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적하는 사람들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한 가지 경우를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한다.

예수님이하나님께의존함; 바리새인이

그들의전통에의존함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

Condemned the guiltless 무죄한

자를 정죄함(7절) —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범했다고 함

Departed thence 거기에서 떠나(9

절) — 그곳을 떠나서

Withered 마른(10절) —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된, 또는 오그라든

Restored whole 성하더라(13절) —

낫게 됨

Charged 경고하셨으니(16절) — 명

하셨으니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23

절) — 메시야

Spoil 강탈(29절) — 훔침

Blasphemy 모독(31절) — 거룩한

것을 나쁘게 말하거나 조롱함

Corrupt 좋지 않다(33절) — 먹을

수 없다. 상했다.

Generation of vipers 독사의 자식

들(34절) — 악한 자들(독사는 독이

있는 뱀)

Every idle word 무슨 무익한 말

(36절) — 경솔한 말조차

Account 심문을 받으리니(36절) —

보고하다

Justified 의롭다 함을 받고(37절)

— 훌륭하다고 판단되다

Condemned 정죄함을 받으리라(37

절) — 악하다고 판단되다

Garnished 수리되었거늘(44절) —

잘 정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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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13장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짧은 이야기에 담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

셨다.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위 한 진리를 나타내시는 한편,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는 진리들을 감추거나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었다. 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조차도 구주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깊이 상고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

리가 을 통해 답을 얻을 때 보통으로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축복이 된다.

비유의의미를이해하기 위해노력할때다음세단계과정을생각해본다.

1. 비유의 개요. 비유에 나온 사물이나 사람을 열거하고 일어난 일과 결과

를 열거한다.

2. 해석의실마리를찾음.해석을하는데필요한열쇠에는예수님이“…에

비유하리니”라고하신말 , 경전의참조성구, 비유를말 하시게한상황

이나질문과비유를들은사람들에 해여러분이알고있는것등이있다.

3. 비교하기. 비유를 해석하는 것에 해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적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비유에 나온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관해 질

문하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3:1~23 — 마가복음 4:1~20; 누가복음 8:4~15

마태복음 13:31~32 — 마가복음 4:30~32

마태복음 13:54~58 — 마가복음 6:1~6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3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1. 종종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는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비유는 왜

토양의 비유로도 불릴 수 있는가?

2. 마태복음 13장 3~8, 18~23절에 있는 내용으로 각각 다른 토양에 뿌려

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일지에 네 개의 그림을 그린다. 각각

의 그림 옆에 여러분이 무엇을 그렸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을

적는다.

3. 비유에 나온 토양 중에서 원래의 상태 그 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

었다. 식물이 튼튼하고 열매를 맺도록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

서 또는 계속 그런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양에 무엇을 해 주

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여러분이 적으로 발전할 때 이 토질 개선

계획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비유 해석하기

다음 비유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 가라지의 비유(마태복음 13:24~30)

•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13:31~33)

•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마태복음 13:44~46)

• 복음 그물의 비유(마태복음 13:47~50)

비유를 주의깊게 읽고 본 장 소개 부분에서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세 단계

의 과정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에 해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생각

하는지 적는다.

마태복음14장

“두려워하지말라”

경전에서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그분의 목적에

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 하셨다.(예를 들어 이사야 41:13; 마가복음

5:36; 교성 6:34~36을 참조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행할 때는 종

종 실수하지만 신앙을 갖고 행하면 힘을 얻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두려움이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두려움과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본다.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4:1~12 — 마가복음 6:14~29

마태복음 14:13~33 — 마가복음 6:30~52;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1~21

마태복음 14:34~36 — 마가복음 6:53~56

Sow 뿌림(3, 27절) — 씨를 심음

Way side 길 가(4, 19절) — 사람

들이 걸어 다녀서 단단해진 땅(골목길

이나 도로 같은 곳)

Devoured 먹어버렸고(4절) — 먹다

Withered away 말랐고(6절) — 죽

었고

Perceive 알다(14절) — 깨닫다, 알

아차리다

Waxed gross 완악하여져서(15절)

— 강퍅해짐

Anon 즉시(20절) — 즉시로, 이내

Dureth 견디다가(21절) — 살아 있

다가

Tribulation 환난(21절) — 시련

Deceitfulness 유혹(22절) — 거짓

된 약속

Tares 가라지(25~30절) — 잡초

Utter 드러내리라(35절) — 말하리라

Iniquity 불법을 행하는(41절) — 죄

를 짓는

Wailing 울며(42, 50절) — 슬프게

울다.

Vessels 그릇(48절) — (물건을 보관

하는) 용기

Scribe 서기관(52절) — 부지런히 경

전을 공부하는 사람

Save 외에서는(57절) — … 을 제

외하고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3~4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마가복음 6장 17~19(44쪽)절에 한“경전을 이해함”부분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4:22~33 —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마태복음 14장 22~33절에 나온 이야기를 한 후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께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면, 거세지는 불신앙의 물결 위를 용감하게 걸을 수 있

으며 거세게 일어나는 의심의 바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린다면 아주 쉽게 그렇게 될 것이

며, 또 세상은 그렇게 하기 쉬울 만큼 충분히 유혹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돕고 구원할 수 있는 그분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힘과 맹렬한 폭풍우에

더 눈을 돌린다면 그때 우리는 갈등과 슬픔, 절망의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람하는 세상의 물결이 우리가 그 속에 잠길 만큼 위협적이고 그 깊이가 우리

의 흔들리는 신앙을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때, 저는 우리가 폭풍

과 어두움 속에서도, 세상의 구주께서‘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4:27)라고 하신 부드러운 말 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평화의 항구

에서 비치는 빛”,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9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물 위를 걷다

마태복음 14장 22~33절에 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2.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3. 베드로의 반응은 그에 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4. 마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에 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5.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 는가?

6. 베드로의 경험은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에

한 상징이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15장

무엇이청결한것이며무엇이불결한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장로들의 유전은 유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덧붙여서

수년에 걸쳐 개발한 복잡한 제도 다. 비록 지도자들의 의도가 좋은 것이었

다 하더라도, 이렇게 덧붙여진 것들은 결국 유 인들에게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보다 더욱 중요하게 된 것

이다. 율법에 추가된 것들 중 하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씻는 의식이다. 유

지도자들은 단순히 위생상의 이유로 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에

따라 씻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이 유전을 어겼다하여 비난받았

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 경전을 읽으면서, 유

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집중한 나머지 놓쳐버린 참된 원리에 해 예수님께

서 뭐라고 말 하셨는지 살펴본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살펴본다.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5:1~31 — 마가복음 7:1~37

마태복음 15:32~39 — 마가복음 8:1~10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4~6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마가복음 7장 9~12절의“경전을 이해함”에서 고르반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5:22~28 — 왜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언급하셨는가?

여기에서“개”라고 번역된 희랍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 또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 동물을 말하는“강아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

Whatsoever thou mightest be

profited by me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5절) — 제가 당신께 드릴 모든

것

Hypocrites 외식하는 자들아(7절) —

의롭게 되려는 마음은 없으나 다른 사

람들이 그들을 의롭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

Nigh 공경하되(8절) — 가까우면서

Vain 헛되이(9절) — 합당한 목적도

없이

Doctrines 교훈(9절) — 적 진리

Defileth 더럽게(11, 18, 20절) —

죄짓게 만드는 또는 불결하게

Draught 뒤(17절) — 하수구, 쓰레기

를 버리는 장소

Grievously vexed 불쌍히(22절) —

매우 근심스러운

Besought 청하여(23절) — 구하여

Maimed 불구자(30~31절) — 팔이

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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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ion 불쌍히(14절) — 사랑

과 염려의 감정

Fragments that remained 먹고

남은 조각(20절) —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한 것

Straightway 즉시(22, 27절) — 곧

바로

Constrained 재촉하사(22절) — 말

하사, 강권하사

Contrary 거스르므로(24절) — 바

람이 반 로 불어옴

Boisterous 무서워(30절) — 사나운

Besought 간구하니(36절) — 간청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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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인—이스라엘 가족의 자녀들—에 초점을 둔 성역을

베푸시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을 집안 가족 중에서 애완 동물로 비유

하셨던 것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한 신앙을 행사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상징

적인 말 을 믿고, 애완 동물이 자녀들에게 준 음식에서 떨어진“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중요 단어와 구절 설명하기

다음 단어와 구절들이 각각 마태복음 15장의 사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1. “장로들의 전통”(2~9절 참조)

2. 더럽게(2~20절 참조)

3. 입술, 마음, 입(7~11, 17~20절 참조)

4. 개(22~28절 참조)

5. 불쌍히 여김(32~39절 참조) 

6. 떡과 생선(32~39절 참조)

마태복음16장

“주는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구주의 기적의

권능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

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지 못했을까?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

가 그리스도, 즉 약속된 메시야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예수께서 무엇이 진정으로 간증을

낳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본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6:1~12 — 마가복음 8:11~21

마태복음 16:13~28 — 마가복음 8:27~9:1; 누가복음 9:18~27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18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 하신“반석”은 무엇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

게 말했다. “예수님은 이 반

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문이 이를 이기

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셨

습니다. 무슨 반석입니까?

바로 계시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58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것[마태복음 16:18]에 의하

면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 베

드로가 반석을 뜻한다고 말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은 계시로 오는 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의 사도들

[1964년], 34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후로 베드로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 계속 가르쳤던 바로 그것이다. 즉, 교회의 힘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계시를 받

아서 회원 개개인에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에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19 —“천국의 열쇠”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 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합법적으로 집

행할 권리와 함께 지상에서 교회를 인도할 신권 열쇠가 그와 다른 사도들에게 허

용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베드로가 지상에서 수행한 의식이 하늘에서도 유

효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에 특히 유의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는 결국

남편, 아내, 자녀를 원히 함께 인봉하는 권능을 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열쇠들을 받게 되었는지 읽을 것이다.

마태복음 16:20 — 예수께서는 왜 그의 제자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의 3년간의 성역이 끝나갈 무렵, 그분은 그가 그리스도, 즉 유 인들의 메

시야라는 것을 더욱 공공연하게 가르치셨다. 이것은 유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

들었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직접적인 빌미가 되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

공연하게 이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 되기 전까지 유 인들의 화를 돋구지 않고 계속 복음 말 을 가르치실 수 있

었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성구 익히기 — 마태복음 16:15~19

1.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가

답한 후, 예수님은 그에게 그 답에 관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2.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 하신 것에 따르면,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간증

을 이러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위의“경전을 이해함”

편 참조)

3.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가졌던 간증 신에 무엇을 원했는

가?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에 해 뭐라고 말 하셨는가?(마태복음

16:1~4 참조)

Discern 분별하다 (3절) — 판별하

다

Leaven 누룩 (6, 11절) —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

Reason 논의하다(8절) —살펴보다

Prevail 이기다 (18절) — 정복하다

Bind 매다 (19절) — 함께 묶다 (또

는 함께 인봉하다)

Rebuke 항변하다 (22절) — 하던

일을 멈추라고 요구하다, 바로잡다

Savourest 생각하지(23절) — 바라

지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24

절) —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

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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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베드로가 받은 간증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한“간증”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개종을 낳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르다

마태복음 16장 24~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것

의 의미에 해 가르치신 것을 읽게 된다. 다음 상황에 맞는 구절을 말한다.

1. 학교에서 운동부 선수로 뛰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조건은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코치는 그렇게 하면

운동 선수로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금식을 하면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금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모두 외출해서 먹는 것을 제지할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방으로 달려간다.

3.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그 직장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

기가 어렵다. 이 직장을 제의한 사람은 10년에서 12년 정도만 이렇게 하

면 된다고 약속하면서“만약 자네가 이 일에 헌신한다면, 끝날 때에는 엄

청난 재산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돈으로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

이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게 될 걸세”라고 말했다.  

4. 학교에서 반 친구 하나가 곧 있을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의 해답지를 구해

왔다. 한 반의 몇 학생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참하자고 했다.

마태복음17장

변형의산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것이 기

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열쇠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

식으로 구원의 의식들을 집행할 권능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운 할 권능이 포함된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우리 시

에도 일어났다. 그 일은 1836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

에서 이 경륜의 시 를 위한 왕국의 열쇠를 받았을 때 일어났다.(교성 110

편 참조) 이때부터 모든 교회 회장들이 성임받을 때 이 열쇠를 받았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7:1~23 — 마가복음 9:2~32; 누가복음 9:28~45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1 —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이 경험을 하도록 초 되었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당시

제일회장단으로 봉사하 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1954~1956년], 3;131) 그들은 그들이 받은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열쇠

를 받기 위해 변형의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마태복음 17:10 — 제자들은 일라이어스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와 일라이어스(엘리

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일라이어스가 메시야 전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했

다.(마태복음 17:10참조) 그들은 그 산에서 목격한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오셨

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기록된 로 예수님의 답은

일라이어스는 한 사람 이상을 일컫는 명칭임을 설명해 준다. 침례 요한은 구주의

오심을“예비”하는 예비자로서“먼저 온”일라이어스이다. 또 다른 일라이어스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후기에 올 것이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17:10~1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

는 우리 주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일라이어스입니다.”(복음 질문에 한

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 5권 [1957~1966년], 4:194)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 또는 다를 한다.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에 해 무엇을 배웠는가?(마태복음

Apart 따로(1절) — 모두에게서 떨

어져서

Transfigured 변형되사 (2절) —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과 그의 광을

죽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몸이 일시

적으로 변한 상태

Raiment 옷(2절) — 의복

Elias 엘리야(3절) — 엘리야(히브리

이름의 희랍어 형태)

Save 외에는(8절) — 이외에

Lunatick 간질(15절) — 몸이흔들

리는것을제어할수없고몸을완전

히가누기가어려운질병이있는사람

Sore vexed 심히 고생하여(15절)

— 몹시 아파하여

Perverse 패역한(17절) — 부패한

Rebuked 꾸짖으시니(18절) — 하

던 일을 멈추라고 요구함. 잘못을 바

로 잡음.

Tribute 반 세겔, 관세와 국세

(24~25절)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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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참조;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6~19절에서 이 사건에

해 증거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14~21절은 예수님이 병을 앓던 소년을 고치신 일을 다루고

있다.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권으로 그 소년을 고칠 수 없었

는지 의아해 했다.

1. 만약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면 그 소년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께

서 말 하신 세 가지 사항을 열거한다. 어떻게,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 설

명한다. 

2.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 세 가

지 원리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을 적는다. 만약 그 같은 경험이 없다

면,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 사

람에게 그것에 관해 질문하고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적는다. 

교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24~27절에서 예수님이 말 하고 행하신 것에서 우리가 배

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훈을 최소한 두 가지를 쓰고 왜 그 교훈들이 여러

분에게 중요한지 설명한다.

마태복음18장

“실족하게하는일”과용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칠고 공격적이며 압박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

람들을 존경하고 접해 준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나약함의 표시일 뿐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말 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8:1~5 — 마가복음 9:33~37; 누가복음 9:46~48

마태복음 18:6~9 — 마가복음 9:42~48; 누가복음 17:1~2

마태복음 18:10~14 — 누가복음 15:3~7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6 —“누구든지 …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마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와 같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최근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된, 복음 가운데서 어린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학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어린이 학 를 멈추

고, 이로부터 떠나 주님께 용서와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의 행실을 고쳐 여러분

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올바로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4쪽; 또는 Ensign, 1994년 11월호, 54쪽)

마태복음 18:8~9 — 손과 발과 눈을 없애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18장 9절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5장 29~30절

의“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연자 맷돌

예
수
와

어
린
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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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
리
히

블
로
크
, 
힐
러
로
드

프
레
드
릭
스
보
그
의

국
립

역
사

박
물
관

Millstone 연자 맷돌(6절) — 곡식

을 가는 데 사용했던 무거운 돌. 너

무 커서 나귀를 이용하여 돌렸음. 

Offences 실족하게 하는 일(7절)

— 경솔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죄 또

는 실수를 저지르도록 이끄는 행위

Halt 다리 저는 자(8절) —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Maimed 장애인(8절) — 팔 다리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Despise 업신여기다(10절) — 멸시

하다

Perish 잃은 것은(14절) — 잃는(또

는 적으로 멸망하는)

Trespass 죄(15절) — 죄

Neglect 듣지 않거든(17절) — 거절

하거든

Heathen 이방인(17절)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As touching 번역 안되어 있음(19

절) — 관하여

Take account of his servants 종

들과 결산하려함(23절) — 각 종이

빚진 돈을 수금함

Reckon 결산함(24절) — 셈, 더함,

알아냄

Ten thousand talents 만 달란트

(24절) — 수백만의 노동일수와 맞먹

는 굉장히 많은 돈, 되 갚기 불가능

한 액수

Besought 엎드려 간구하다(29절)

— 빌면서 간청하다

Wroth 노하여(34절) — 성난

Tormentors 옥졸들(34절) — 고통

과 학 의 장소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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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8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어린아이

1.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따르면 우리와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가지 길은 무엇인가?

2. 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읽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여러분의 경전, 마태복음 18장 3~4절 옆 여백에 모사

이야서 3장 19절을 적어 놓아도 좋다. 

3. 마태복음 18장 5~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가운데 어린이를 합당하

게 하라고 격려한 세 가지 말 을 자연스러운 말로 적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한다

마태복음 18장 15~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이 우

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응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준다. 

1.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따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처음 세 가지 단계는 무엇인가?

2. 21~35절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해 알려준다. 23~34절에 나오는 비유를 읽을 때 26쪽에 있는“경전을

이해함”에 나오는“만 달란트”와“옥졸들”에 한 설명을 생각한다. 이 비

유에서 다음의 말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적는다. 너, 구

주, 속을 통해 여러분이 받는 유익,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용서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3. 악한 종에 관한 이 비유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말 을 적는다.

4. 교리와 성약 64장 8~10절에서 주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 하신 용서의

원리는 무엇인가?

마태복음19장

내가무슨일을하여야
생을얻으리이까? 

예수님 시 의 유 인들은 배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종교의 참된 관습들을 저버렸다. 반면, 마리아, 요

셉, 침례 요한과 같이 자신이 아는 바 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유 교에서 지위와 힘을 가진 사

람들의 배도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참된 의로움을 지키는 것보다

는 그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

과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 은 분명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

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과 다음 몇 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며 유 지도자들에게 권고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당황

시키기 위해 어떻게 그분을 공격했는지 주목한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19:1~9 — 마가복음 10:1~12

마태복음 19:13~30 — 마가복음 10:13~31; 누가복음 18:15~30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19장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9:3~12 —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유 교의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논란이 되었

던 문제 다. 여호와는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을 용인하셨다.(신명기 24:1~2참

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여 남자는 거의 어떤 이유로도 아내와 이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

러 번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이 해석을 이용했다. 예수님은 특히 이 관행을 비난

하시며 그것을 간음이라고 정죄하셨다.(마태복음 5:31~32; 19:9 참조)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혼은 복음 계획의 일부가 아

닙니다. … 성적인 죄에 연류된 경우를 제외한 부분의 모든 상황에서는 이혼이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 높은 제도 아

래, 이혼한 사람들이 부도덕의 오점 없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547)

예수님이 이혼에 하여 아주 강하게 말 하셨기 때문에, 일부 제자들은 아예 결

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지 궁금하게 여겼던 것 같다. 예수님은 그에

답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나 그것

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외의 경우라고 언급하셨다.(마태복음 19:10~12 참

조) 주님은 우리 시 에“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계시하셨

Cleave 합하여(5절) — 함께 지내어,

애정으로 단단히 묶여

Eunuchs 고자(12절) — 신체적인

결함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결혼

하지 않은 남자

Forsaken 버리고(27, 29절) — 남

겨두고, 포기하고

Regeneration 세상이 새롭게 되어

(28절) — 부활(조셉 스미스 역 성경

에서 이 구절을 참조한다)



28

다.(교리와 성약 49:1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Ensign, 1995년 11월

호, 102쪽 참조)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1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이혼

마태복음 19장 3~9절에서 우리

는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어떤 이

유로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

당한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어

떻게 답하셨는지 읽을 수 있

다. 현재 늘어나는 이혼과 더불

어,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

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예수께서 주신 답과 19장의

“경전을 이해함”에 나오는 설명을

기초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

람이 읽고 생각해 보면 좋을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의견을 간단히 서술한다.

부자 청년

1. 마태복음 19장 16~22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

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고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

는가?(23~30절 참조)

3.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청년이 떠난 뒤에 한 말 을 기초로, 여러분이 이

청년에게 그의 결심을 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이해시킬 만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쓴다. 

마태복음20장

예수님이위 함에 한정의를다시내리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가? 무엇이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가? 인정받는 것? 높은 지위? 돈? 성공? 예

수님 시 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위 함이 무엇인지, 누가, 또

는 무엇이 중요한지 규정짓는 방식과 비슷하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왕국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위 한 것인지 이해하게 해 주는 예

수님의 말 과 행위를 알아본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행하신 것들과 말 하

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달 — 아마도 2주전 —

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0:17~34 — 마가복음 10:32~52; 누가복음 18:31~43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0장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0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Householder 집 주인(1절) — 집 소

유자

Idle 놀고 서있는(3, 6절) — 아무 것

도 하지 않고 있는, 일하지 않고 있는

Even 저물매(8절) — 해가 지매, 저

녁이 되매

Steward 청지기(8절) — 다른 사람

의 소유물을 맡고 있는 사람

Murmured 원망하여(11절) — 불평

하여

Wrought 일하 … 거늘(12절) —

일하 는데

Take that thine is 네 것이나 가지

고(14절) — 네 것을 가지고 — 네가

받겠다고 동의한 것

Scourge 채찍질하며(19절) — 끝 부

분에 톱니 모양의 뼈나 돌이 달린 채

찍으로 때리며

Zebedee children 세배 의 아들

(20절) — 사도 야고보와 요한

때리는 데 사용된 채찍

Indignation 분히 여기거늘(24절)

— 강한 불쾌감을 느끼거늘

Exercise dominion 임의로 주관하

고(25절) — 지배자가 되고

Minister 섬기는 자(26, 28절) —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고 봉사

하는 사람

Ransom 속물(28절) — 몸값(속박

된 자들과 자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

한)

Rebuked 꾸짖어(31절) — 멈추라고

강하게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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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비유는 마태복음 19장의 끝 부분에서 예

수님과 베드로의 화에 한 응답같다. 베드로는 그가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치 다고 느끼는 희생에 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 질문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말 과 똑같은 말 으로 끝나는 것에

주목한다. 

1. 공책에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든다. 마태복음 20장 1~16절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채워 넣는다. 

2.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한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

는가?

3. 이 비유가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위 하게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0~28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이 하나

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에 해 예수님이

말 하신 것이다. 

1. 그녀의 요청에 해 구주께서 답하신 말 이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선택하고, 왜 그 말과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2. 구주께서 그가 말 하신 위 함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마태복음 20장

17~19, 28~34절에서 예를 찾아 열거한다. 

마태복음21~22장

예루살렘에서의마지막증거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이 거의 끝나간다

는 것을 아셨다.(마태복음 20:17~19 참조)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당시 유 지도자들에게 그

분께서 진실로 태초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야라는 증거를 더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1~23장을 읽을 때, 예수님은 유 지도자들에

게 어떤 증거들을 주셨는지 찾아본다. 그 증거들에는 예언의 성취, 예수님

의 가르침과 간증,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왕에게“호산나”

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포함된다. 

마태복음 21장은 구주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에 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마태복음 21~2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1:1~11 —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9~44; 요한복

음 12:12~19

마태복음 21:12~17 — 마가복음 11:15~19; 누가복음 19:45~38

마태복음 21:18~22 — 마가복음 11:12~14, 20~24

마태복음 21:23~27 — 마가복음 11:27~33; 누가복음 20:1~8

마태복음 21:33~44 — 마가복음 12:1~12; 누가복음 20:9~19

마태복음 22:15~46 — 마가복음 12:13~37; 누가복음 20:20~44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1~11 —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유 인들은

그분이 그들의 메시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스가랴 9:9; 마

태복음 21:4~5 참조) 이스라엘 왕족들은 전통적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사사기

5:10; 10:4; 12:4; 사무엘하 16:1~2; 열왕기상 1:33 참조) 그러므로 예수께

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분은 예언을 성취한 이스라엘

의 왕, 메시야로서 온 것이었다.

마태복음 21:12~13 — 사람들은 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었는가?

품꾼의 비유

품꾼들이

고용된 시간

집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는가

일한 시간

그들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

Drew nigh 가까이 가서(1절) — 가

까이 와서

Ought 무슨(3절) — 어떤

Hosanna 호산나(9, 15절) — 지금

구원하십시오!(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

가 메시야이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사용했던 찬양의 외침이었다.)

Sucklings 젖먹이들(16절) — 아기

들

Withered away 마른지라(19~20

절) — 죽기 시작한지라

Whether of them twain 둘 중의

누가(31절) — 둘 중에 누가

Hedged it round about 산울타리

로 두르고(33절) —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Let it out 세로 주고(33절) — 세를

놓고

Husbandmen 농부들(33~35, 38,

40~41절) — 농부들

Seize on his inheritance 그의 유

산을 차지하자(38절) — 주인 또는 아

버지가 가진 것을 손에 넣자

Render 바칠(41절) — 제공할

Perceived 알고(45절) — 이해하고,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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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장의 사건들은 유월절 주에 일어났다. 그 주 동안 유 인들은 여

러 지방에서 모여 들어 성전에서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 당시 성전에서

는 희생 제물로 쓰이는 동물을 팔기도 했고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

해 외국 화폐도 환전할 수 있었다. 구주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장사를

반 했다. 첫째, 그것이 주님의 집에서 행해졌다는 것과 둘째, 주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19~20 —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12~14, 20~21(48쪽)의“경전을 이해함”참조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11~14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님 시 의 관습을 이해하면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접받았는

지 이해할 수 있다.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알맞은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손님의 복장은 주인에 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

한 행사를 위한 적절한 복장은 하얀 색깔의 옷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

실이다. 육로를 여행하여 온 초 손님들은 분명히 적절한 결혼 예복을 마련할 시

간도,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손님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 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왕족의 의복을 입

기 위해 초 된 셈이 되는 것이다. 쫓겨난 사람은 왕이 제공한 옷보다는 자신의

옷을 입겠다고 선택했던 것이다.”(조셉 에프 맥콩키, Studies in Scripture: 제5

권, The Gospel,“Triumphal Entry and a Day of Debate”편집: 켄트 피 잭슨

과 로버트 엘 레 [1986년], 381쪽) 이 비유에서 합당하지 않게 옷을 입은 남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 지도자들을 상징한다.(요한계시록 19:7~8 참조)

마태복음 22:23~32 — 부활 때의 결혼

누가복음 20:27~38(70쪽)의“경전을 이해함”참조

마태복음 22:36~38 —“크고 첫째되는 계명”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 삶에서 주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 중요성에 해 말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

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 위치

로 가거나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

에 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애정, 시간을 바치

는 것, 추구하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 등 모든 것

을 지배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8

년, 4월, 3쪽;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쪽)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1~2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비교

마태복음 21~22장에 나오는 부분의 이야기와 비유들은 유월절 때문에 모

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유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응답은 반 의 결과를 초

래했다. 신약전서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과 위의“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오는

도움말에 의하면 유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 마태복음 21장 17~20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인가?

2. 마태복음 21장 28~32절에 나오는 맏아들은 누구인가?

3. 마태복음 21장 33~41절에 나오는 농부들은 누구인가?

4. 마태복음 22장 1~14절에 나오는 혼인 잔치의 손님들과 예복을 입지 않

은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간증과 증거

여러분이 마태복음 21~22장의 사건들이 일어난 시 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를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본다. 여러분에게는 바리새인 친구가 하나 있다.

그가 예수님이 진실로 약속된 메시야이며 구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

태복음 21~22장에 나오는 간증과 증거들을 이용하여 그에게 편지를 쓴다.

이 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을 편지에 포함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1~11, 12~16, 23~27 그

리고 22:15~33, 41~46. 

세금을 바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망신시킬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 중 하나는 유 인들이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마태

복음 22장 15~22절에 기록되어 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를 유 인들이 싫어하는 로마를 지지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한

다고 말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부에 항하는 반역자로 로마 지도

자들에게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1.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가?

2. 돈에는 가이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창세기 1:26~27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두 가지 큰 계명

1. 마태복음 22장 35~4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 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인가?

Bidden 청한(3~4, 8절) — 초 한

Fatlings 살진 짐승(4절) — 희생을

위한 동물

Remnant 남은 자들(6절) — 남아

있는 자들

Entreated them spitefully, and

slew them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

이니(6절) — 종들을 심하게 하고

죽이니

Entangle him in his talk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15절) — 예수가

틀린 말을 하게

Lawful 아니하니이까?(17절) — 옳

은 것입니까?

Tribute 세금(17, 19절) — 세금

Image 형상(20절) — 사진 또는 초

상화

Superscription (20절) — 동전에

새겨진

Render 바치라(21절) — 주라

Raise up seed 상속자를 세울지니

(24절) — 자녀를 가질지니

Issue 상속자(25절) — 자녀

디베료의 데나리온



31

2. 중요한 복음 가르침을 다섯 가지 열거하고, 이것들이 각각 이 두 가지 큰

계명 중 하나 또는 둘 다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한다. 또는 이 두 가지

“큰”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다섯 가지 다른 계명을 열거하

고, 이유를 설명한다. 

3. 다음 중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답한다. 

• 어떻게 매일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에

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 왜 첫 번째 큰 계명이 두 번째 것 앞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

째 것이 먼저 오면 무엇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23장

예수님이외식하는자들을비난하심

Hypocrite(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연극 배우’라는 뜻을 지닌 희랍어에서

왔다. 외식하는 자는 인정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참 모습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는 사람이다. 외식은 교만의 결과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

한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 당했을 때 그들의 행실을 즉시 올바르게 고친

다. 외식하는 자는 죄를 감추고 변명한다.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시 의 유 지도자들의 외식과 예

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않고 복음 로 사는 방법을 가르

치신 것에 관해 읽었다. 마태복음 23장은 참된 복음, 원한 행복의 계획

에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간증, 거절한 자들에 한 그분의 마지막 간증

과 비난이 담겨 있다. 

경전을 읽으면서 만약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을 직접 듣는다면 이 말

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생각해 본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야할

지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 당시 사람이었다

면 어떻게 느꼈겠는가?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3장 — 마가복음 12:38~40; 누가복음 20:45~47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3

마태복음 23:5 —“경문”은 무엇이며“옷술을 길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경문은 경전의 성구들이 들

어 있는 작은 상자다. 일부

유 인들은 이를 팔에 붙이

거나 이마에 매고 다녔다.

이 전통은 신명기 6장

6~8절에서 선지자 모세에

게 주어진 권고에 기초한

것이다. “옷술”에 해 언

급한 것은 옷의 단이나 구

석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

하여 술을 붙이는 전통을

말하는 것이다.(민수기

15:38~40 참조)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

은 사람들이 그들 옷에, 사

람들 눈에 잘 띄도록 이 술

을“크게”만들어 붙이거나 눈에 잘 띄는 경문을 달고 다녔다.

마태복음 23:24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둘 다 금기

식품이었다. 우연히 하루살이를

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마시기 전에 모든 종류의

액체를 걸러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더 크고

중요한 것들(자비, 신앙, 

율법의 정신 등과 같은 것)

은 무시하면서 작은 것들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말 하시기 위해

낙타를 삼킨다는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림 © 1998 PhotoDisc, Inc.

Bid you observe 말하는 바(3절)

— 지키라고 권하는 바

Grievous to be borne 번역이 안

되어 있음(4절) — 성취하기 어려운

일

Exalt 높이는(12절) — 다른 사람들

위로 들어 올림

Abased 낮추는(12절) — 아래로 내

림

Suffer 번역이 안되어 있음(13절)

— 허용하다

Devour widows houses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14절) — 과부의 집을

빼앗음

Pretence 외식(14절) — 겉으로 보임

Compass 두루 다니다(15절) — 여

행하다

Proselyte 교인을 얻다(15절) — 개

종시키다

Twofold more 배나 더(15절) —

두 배

Sanctifieth 거룩하게 하다(17절) —

신성하게 만들다

Mint, anise, cummin 박하, 회향, 

근채(23절) — 향신료

Garnish 꾸미다(29절) — 장식하다

Fill ye up then the measure of

your fathers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32절) — 너희 조상들

이 시작한 일을 끝내라

Desolate 황폐하여(38절) — 비어 있

는

Henceforth 이제부터(39절) — 더

이상

Phylactery

Tassels

경문(성구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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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행한다.

비교하기

공책 한 쪽을 반으로 나눈다. 마태복음 23장 1~12절을 읽고, 반으로 나눈

종이의 한쪽 면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

각했는지 열거한다. 다른 면에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 해 예수님께

서 말 하신 것을 열거한다. 

화의 징검다리

화는 슬픔과 고통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16,

23~3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 여덟 번이나 말 하셨다. 매 번마다 왜 그들이 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셨다. 

1. 공책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길”을 그린다. 하나는 슬픔과 저주로

이르는 길이고(33절 참조), 다른 하나는 행복과 광에 이르는 길이다. 첫

째, 화의 징검다리에는 예수님께서 말 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

하는 자들이 행한 일들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쓴다.(첫 번째는 이

미 도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넣는다.

2. 비록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비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말 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또 그분의 복음을 믿도록 돕기 위해 많

은 증거들을 보여 주셨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유

지도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설명한다. 

마태복음24장

재림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유 지도자들에게 간증을 전한 뒤, 예언된 로

그가 광 중에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

하셨다.(마태복음 23:39; 조셉 스미스-마태 1:1;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인용하신 시편 118:26 참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도시 전체, 특

히 성전을 잘 볼 수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분은 이 도시

와 성전에 임할 큰 멸망에 해 말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 을 들은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이며, 재림의 표적은 무엇이며, 세상의 종

말이 언제인지 물었다.(마태복음 24:3; 조셉 스미스-마태 1:4) 그들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마

태복음 24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나온다. 

마태복음 24장에 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값진 진주에서 찾을 수 있고

조셉 스미스-마태라고 불린다.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감받은 교정과 추가

성구가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의“경전을 이해함”과“경전을 공부함”편은

마태복음 24장 신에 조셉 스미스-마태를 기초로 했다. 

마태복음 24장(그리고 조셉 스미스-마태)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4장(조셉 스미스-마태) —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21:5~36

행복과 생

행복에 이르는 길

화의 징검다리

슬픔과 저주

23~32절
27~28절

25~26절

23~24절

16절

15절

14절

14절

15절

16절

23~24절

25~26절

27~28절
29~32절

마태복음 23:13 — 우리는

복음 로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

들이 진리를 알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23:13 —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쳤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

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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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조셉 스미스-마태 1장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15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루살렘에서 멸망에 이르는 사악함을 미리 본 구약의 선

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한다. 그는 멸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멸망은 아마

도 멸시 당했던 사람들에 의한 아주 혐오스러운 멸망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멸

망이“가증한”방법으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이“멸망의 가

증한 것”은 최소한 두 가지로 성취된다. 하나는 주후 약 70년경, 로마인이 예루

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Bible Dictionary 601쪽에서“abomination of

desolation(멸망의 가증함)”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표적과 약속

조셉 스미스-마태 1장 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온다.

5~20절은 성전의 파괴에 관해 그들이 물은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

신 내용이, 21~55절은 그의 재림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에 관한 질문의 답이

들어 있다.

1. 공책에 아래에 있는 표를 그린다. 조셉 스미스-마태에서 찾아 이 표를 채

운다. 항목들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찾은 구절의 숫자를 각 항목 끝에 적

는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걱정스럽고 무서운 것이다. 조

셉 스미스-마태에서 여러분이 읽은 것을 토 로 이같이 느끼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해

당 구절을 언급한다. 

마태복음25장

준비되었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재림에 관해 계속 말 하셨다. 그는 세

가지 비유를 주셨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그 만남

이 즐겁고 광스럽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esolate 황페(2절) — 빈, 멸망한

Afflicted 고난(7절) — 불행이나 고통

을 겪음

Them that give suck 젖먹이는 자

(16절) — 아기에게 젖을 먹는 여자들

Tribulation 환난(18, 21, 33, 36

절) — 고통스러운 불행

Befallen 택함(20절) — 발생한

Flesh 육체(20절) — 사람의 가족

The elect sake 택함받은 자들을 위

하여(20, 23, 29절) — 특별한 특권

과 책임을 갖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경전 안내서, 135쪽,

“선택”참조)

Carcass 주검(27절) — 시체

Pestilences 역병(29절) — 사람들뿐

만 아니라 곡식에도 전염시키는 질병

Divers 곳곳에(29절) — 다른

Generation 세 (34절) — 시

Tribes 족속(36절) — 민족

Treasureth up 간직하는(37절) —

매우 귀중한 것으로 취급하고 간직하는

in Due season 때를 따라(49절) —

알맞은, 적당한 때에

Asunder 번역 안되어 있음(54절) —

반으로

Portion 분깃(54절) — 장소

사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5~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1~55절)

표적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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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1~13 — 열 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결혼 풍습

예수님 시 에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때 신부는 친구들이나 시중드는 사람들을 동반했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큰 축하 행사 다. 주로 밤에 열렸으며, 사람들

이 춤추고, 노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횃불과 등을

사용했다. 

마태복음 25:1~13 —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추가 설명

조셉 스미스는 12절의“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를“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노

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5:11)로 바꾸었다. 이 심판의 시간이 모사

이야서 26장 25~27절에 설명되어 있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다를 하고 나서 다음 세 가지 활동(가, 나,

라) 중 하나를 한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던 당시에 열 처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 했다.(Conference

Report, 1951년, 10월, 26쪽)

1.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읽은 후, 교리와 성

약 45편 56~57절을 읽고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준비의 기름은 우리

삶에서 의로운 생활에 의해 한 방울씩 축적된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우리의 등에 기름을 한 방울씩 더해 가는 것이다. 금식,

가족 기도, 방문 교육, 신체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 복음 전파, 경전 공부

등 헌신과 순종의 각 행위가 기름을 한 방울씩 저장하는 것이다.”(기적을

낳는 신앙 [1972년], 256쪽)

2. 이제 여러분은 기름의 상징적 의미와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았으므로, 기

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섯 명이, 갖고 있지 못했던 다섯 명과 그들의 기름

을 나누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는 원래 예수님 시 의 돈의 단위 지만,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

게 주신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1. 마태복음 25장 14~30절을 읽으면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이

받은 보상을 열거하고 왜 그런 보상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2. 왜 세 번째 종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것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

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상황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 격려가 될 만한 구절을

찾는다. 공책에 그 구절을 적고 그것이 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성구 익히기 — 마태복음 25:40

1.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비유

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40절에 설명되어 있다. 나머지 구절에서 배운

것과 복음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40절에 언급된 다음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가능한 한 완전하게 답한다. 

• “임금”

• “그들”(임금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단어임

• “것이”(“너희가 한 것”을 의미함)

•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2. 예수님이 말 하신 양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의 오른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들이 행했던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주는 여섯 가지 방법은 곧 적인 필요 사항을 나타낸다.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 적인 필요 사항을 채워 주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본다. 

종합하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토 로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말 을 하도록 부탁받았다면, 말 하고 싶은 세 가지 주요 개념

은 무엇인가?  각 개념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참조 성구를 말한다.

Tarried 더디 오므로(5절) — 아직

오지 않으므로

Slumbered 졸며(5절) — 피곤해져,

잠이 들어서

Trimmed their lamps 등을 준비

할새(7절) — 타버린 심지를 자르고

기름을 보충해서 등이 제 로 작동하

게 함

등

Delivered unto them his goods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14

절) —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아달

라고 부탁함

Talents 달란트(15~28절) — 돈의

단위

His several ability 각각 그 재능

로(15절) — 맡을 수 있는 로

Traded 장사하여(16절) — 일종의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함

Reckoneth with them 그들과 결

산할새(19절) — 그들이 한 일을 보고

하라고 명할 때에

Reaping where thou hast not

sown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24절)

—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고

Slothful 게으른(26절) — 나태한

Strawed 헤치지(26절) — 씨를 뿌리

지

Exchangers 돈을 취리하는 자(27

절) — 은행가

Usury 이자(27절) — 이자

Unprofitable 무익한(30절) — 아무

가치 없는

열 처녀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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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26장

“때가가까이왔으니”

예수님의 지상의 성역은 마태복음 26장 처음 부분에서 거의 끝난다. 예수

님은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말 과 행위로 그의 사명을 증거하고, 지

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며, 유 인 가운데로 여행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26~28장에 기록된 것 같이 스스로 준비해 오셨던 일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때까지 이루신 일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또는 무교병의 잔치라고 부르는 절

기에 특별한 의식과 음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과 애굽

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신 것을 기억했다.(출애굽기 12~13장 참조)

유월절의 주 요리는 어리고 흠 없는 수양이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명을

받은 로 새끼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죽 던 멸망의 천사들로부터 구조되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의 행위를 상징한다.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묘사된 것

처럼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엇과 같

았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 곧 이어,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유월절 양이 상

징한 바로 그 양이 되었다. 유월절 의식을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고 하는

것이 아닌 되돌아보는 또 다른 의식으로 체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십자가형에 이끄는 사건들에 한

마태의 간증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구주에 관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알고,

느끼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6:1~5 — 마가복음 14:1~2; 누가복음 22:1~2

마태복음 26:6~13 — 마가복음 14:3~9; 요한복음 12:1~8

마태복음 26:14~30 — 마가복음 14:10~26; 누가복음 22:3~23

마태복음 26:31~35 — 마가복음 14:27~31; 누가복음 22:31~34

마태복음 26:36~46 — 마가복음 14:32~42; 누가복음 22:39~46

마태복음 26:47~75 — 마가복음 14:43~72; 누가복음 22:47~71; 요한

복음 18:1~27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23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요한복음 13:25 “경전을 이해함”(86쪽)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26:36~46 — 겟세마네는 무엇인가?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감람나무 동산이다.(누가복음 22:39 참조) 이

이름은 문자 그 로는 생 올리브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인“착유소”를 뜻

한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하신 데는 커다란

상징이 있다. 이곳에서의 그의 고통은“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교리와 성약

19:18) 했다. 이것은 죄의 용서와 궁극적으로는 생을 가능하게 했다. 

마태복음 26:59~60 — 거짓 증거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했다.(신명기 17:6

참조) 제사장들은 거짓 증거들을 함께 모았지만 그 거짓말에 해 사람들의 동

의를 얻어낼 수가 없었다.(마가복음 14:55~59 참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싶었던 유 인들이 증거의 율법에는 따르려고 매우 노력했으면서도 거짓 증거하

지 말라(출애굽기 20:16)는 율법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다. 

마태복음 26:69~75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누가복음 22:31~34, 54~62(71~72쪽) “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Subtilty 흉계(4절) — 은 하고 부

정직한 방법

Alabaster 옥합(7절) — 연한 색깔의

돌, 아름답고 값비싸게 여겨짐

Precious ointment 귀한 향유(7절)

— 값비싼 향수 기름

indignation 분개하여(8절) — 노여

움과 혐오감(도덕적 판단의 노여움)

Wrought a good work 좋은 일을

하 느니라(10절) — 좋은 것을 했다. 

Testament 언약(28절) — 성약

Yonder 저기(36절) — 저쪽 다른

장소

Staves 무리(47, 55절) — 뭉친 팀

Perish 망하느니라(52절) — 멸망당

하다. 죽다 또는 죽임을 당하다. 

Presently 지금(53절) — 줄 준비

가 된

Legions 천사(53절) — 큰 군단(로마

의 한 군단은 약 6천명이었음)

Laid no hold on me 나를 잡지 아

니하 도다(55절) —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Forsook 버리고(56절) — 남겨 두고

Rent 찢으며(65절) — 찢으며(큰 슬

픔의 표시)

Blasphemy 모독 하는 말(65절) —

신성 모독

Buffeted 치고(67절) — 세게 치고

Smote 때리며(67~68절) — 찰싹

때리고

Without 바깥(69절) — 바깥

Bitterly 심히(75절) — 비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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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6장을 공부할 때 다음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최후의 만찬과 성찬

이 장의 소개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다.(마태복음 26:17~20 참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을 때 명하신 의식이다. 이 만찬 도

중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기념과 예배의 새

로운 의식을 소개하셨다.(26~29절 참조) 

1.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어떻게 첨가하고 수정했

는지 주의 깊게 본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6:24~25 참조)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얻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2.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성찬에 관해 발표하도록

부탁받았다고 가정해 본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29절에서 소개

하신 성찬에 해 여러분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를 만들거나 그림

을 그린다.  

음악의 중요성

1.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2. 이것을 하는 데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3.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찬송을 했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겠는지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제목

을 말한다.  그 찬송가의 어떤 점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 설명한다. 

“내 뜻”과“당신 뜻”

1. 마태복음 26장

36~46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세 번의 기도 중

각각의 기도에서 적어

도 한 부분을 기록했

다. 각 기도의 공통점

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마태복음 26

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은 그가 장차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의 고통을 어

떻게 상징하는가?

3. 모사이야서 15장 7절, 제3니파이 11장 11절과 교리와 성약 19편 19절

을 읽는다.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겪은 고통의“쓴 잔을

마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구절을 공책에 적는다.

4.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략하게 적는다. 여러분 나이의 사

람이 예수님의 이 모범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관해서도 적는다. 

마태복음27장

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형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 지도자들이 그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모세

의 율법 아래에서는 신성모독에 한 벌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유 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허가 없이 아무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

더욱이 신성 모독은 로마 법률에서는 사형에 처할 만큼 중죄는 아니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유 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때 그들의

기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 인의 왕이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

소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그리

스도라는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십이사도 정

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당시에

말 했다. “이 교회의 어느 누구

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구속주께서

치르신 엄청난 가, 즉 겟세마네

에서의 고통, 그의 시련에 한

쓰디쓴 조롱, 악의에 찬 가시 면

류관, 살 찢김, 빌라도 앞에서 그

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갈보리로 가는 길을 외롭게 걷는 무거운 발걸

음, 커다란 못이 그의 손과 발에 박히는 끔찍한 고통, 그 비참한 날 그가

달릴 때 겪은 육신의 극심한 고통 … 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의 구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자를 위해 자신을 속의

희생물로 바치셨다는 점을 절 잊으면 안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137쪽; Ensign, 1975년, 5월호, 93쪽) 

마태복음 27장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해도

좋다.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7:1 — 누가복음 23:1; 요한복음 18:28

마태복음 27:11~14 — 누가복음 23:2~5; 요한복음 18:29~38

마태복음 27:15~26 — 마가복음 15:6~15; 누가복음 23:13~25; 요한복

음 18:39~40

마태복음 27:27~31 — 마가복음 15:16~20; 요한복음 19:1~16

마태복음 27:32~61 — 마가복음 15:21~47; 누가복음 23:26~56; 요한

복음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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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11 —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엇이라 말 하셨는가?

빌라도가 예수께“네가 유 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했다. 이 구절의 더 좋은 번역은“네가 말한 로다.”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그가 진실로 왕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와 빌라도의 이

화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8장 33~38절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선택의지, 죄, 후회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가 구주를 배신해야만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 던 조지 큐 캐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유다가 악마가 되도록 예임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지

를 행사하여 스스로 그 역할을 선택한 것입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터이 편,

설교집 모음, 5권 [1987~1992년], 1:236) 

1. 마태복음 26장 14~16, 20~25, 45~56절을 읽고, 유다가 구주를 배

신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유혹하는 악마를 계속 섬기기를

선택했다고 생각되는 때를 설명한다. 

2. 앨마서 30장 60절을 읽고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한다. 

3.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가 사형을 선고받다

여러분이 뉴스 기자가 되어 마태복음 27장 11~66절에 나오는 사건을 취재

한다고 가정해 본다. 그 사건들에 관한 뉴스 기사를 작성한다. 독자에게 알리

고 싶은 다음 세부 사항을 반드시 모두 포함시킨다. 

• 예수님과 빌라도는 서로 무슨 말을 했는가?

•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바라바는 누구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십자가형을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다. 아래

의 경전 구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찾아보고 해당

구절들을 지목하고 설명한다. 

1. 시편 22:1

2. 시편 22:6~8

3. 시편 22:18

4. 시편 69:21

5. 시편 109:25

6. 이사야 50:6

7. 이사야 53:4~9

8. 아모스 8:9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6~27장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일을 사람이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1.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읽는다. 니파이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했는지 설명한다.

2.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견디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쓴다. 또는 마태복음 26~27장에 나오는 기

록에서 구주가 겪으신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할 만

한 찬송가를 고르고, 그 곳의 가사 중에서 최소한 일곱 구절을 적는다. 

마태복음28장

그는살아나셨느니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

과 같이 말 했다. “역사상 가

장 위 한 사건들은 가장 긴 기

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미친 것들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주

예수의 부활보다 개인이나 민족

에게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결과, 지상에 살

다가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바 확실한 것입

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

르침 [1988년], 15쪽; 고린도전서 15:22~23 참조)

Took counsel 함께 의논하고(1, 7

절) — 결정하려고 함께 모여

Potter’s field 토기장인의 밭(7, 10

절) —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흙을 팠

던 장소

Jeremy 예레미야(9절) — 예레미야

To never a word 한 마디도(14절)

— 한 마디도

Could prevail nothing 아무 성과

도 없이(24절) — 사람들의 선택을 바

꾸지 못하고

Scourged 채찍질하고(26절) — 채찍

으로때림; 그당시에는 개 뼈, 유리

또는쇠조각들이채찍끝에 붙어있어

이것으로맞으면살이찢겨 나갔다. 

Raiment 홍포(31절) — 옷

Compelled 억지로(32절) — 강제로

Vinegar . . . mingled with gall

쓸개 탄 포도주(34절) — 고통을 완화

시키는 마약 같은 혼합물

Vesture 옷(35절) — 옷

Cast lots 제비 뽑아(35절) — 승자

를 결정하는 게임을 하여

Reviled 모욕하여(39절) — 악한 말

로 조롱하고 모욕하여

Wagging 흔들며(39절) — 흔들며

Ministering unto him 예수를 섬

기며(55절) — 예수의 필요 사항을 돌

보며

Hewn 판(60절) — 자른

“무덤”

Sepulchre 무덤(60, 64, 66절) —

무덤, 또는 시체를 묻는 동굴

Watch 굳게 하다.(65~66절) — 지

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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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죄는 부활이 성취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활은 예수가 그

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증거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태

복음 28장의 교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태복음 28:1~8 —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 요한복음

20:1~10

마태복음 28:16~20 — 마가복음 16:14~18

경전을 이해함

마태복음 28

마태복음 28:17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의 예로 요한복음 20장 19~29절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증인

1.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의 모든 증인을 열거한다. 각 증인이

나오는 구절을 쓰거나 그들의 이야기가 실린 구절들을 쓰고, 그들이 부활

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한다. 

2.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하라고 한 것과 10절,

18~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 사이에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3.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46:13~14; 76:22~23 참조) 주님께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기 하신다고 생각하는가?(니파이후서 2:8 참조)
Sabbath 안식일(1절) — 토요일, 유

인들의 안식일, 일주일 중 일곱 번

째 날(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

하여 일요일로 바뀌었다.)

Countenance 형상(3절) — 용모,

특히 얼굴 표정

All hail 경배(9절) — 인사

Persuade 권하여(14절) — 설득하

여, 확신시켜

Observe 지키게(20절) — 순종하게,

하게



마가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가의 완전한 이름이 요한 마가라는 것을

알수 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고, 바울의 선교사 동반자로 봉사했다.(사도

행전 12:25 참조) 그는 또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봉사했는데, 아마 로마에서

했던 것 같다.(베드로전서 5:13 참조) 그가 복음에 해 기록한 것은 주로 베

드로한테서 배운 것이었다. (경전 안내서, “마가”, 68~69쪽 참조)

마가는 누구에게 이 을 썼는가?

마태와 다르게 마가는 구약의 견해와 구절들을 거의 참조하지 않았다. 그는

유 인의 언어와 풍습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 다.(마가복음

5:41; 7:2~4, 34) 게다가 마가는 선교사로서 여행하면서 이방인 또는 비

유 인들과 접촉했다. 그 때문에 그의 복음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쓴 것

으로 짐작된다. 

빠른 전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부모와 탄생에관한말 은하나도없이, “성마가의간증”(조셉스미

스 역 성경, 제목별각주)은예수님이약30세 을때침례받은이야기에서시

작된다. 첫장에는 침례요한의성역, 예수를유혹한사탄, 일부사도들의부

름, 특별한세 가지 기적, 그리고다른큰기적들에관해기록되어있다.

이 빠른 행보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이 복음서 전체에서 계속된다.

straightway 곧(마가복음 1:10)과 immediately 곧(마가복음 1:12)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40번 이상 나오고 이 복음서의 전개를

가속시킨다. 마가복음은 행위와 권능의 사람인 예수님을 보여 주며 기적에 관

한 기사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이 싣고 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강력하고 신성한 면 이외에도,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 준다. 마가는 예수님

이 혼자서 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여러 번 언

급했다.(마가복음 4:38; 6:31; 7:24; 8:13 참조)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

마가복음의 구절 중 90퍼센트 가량은 다른 복음서에 한 번 이상 나온다. 그

러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다음의 것들이 이에 속한다.

• 씨뿌림과 수확의 비유(마가복음 4:26~29 참조)

• 목수로서의 예수님에 한 언급(마가복음 6:3 참조)

• 사람의 병을 두 단계로 고치심(마가복음 8:22~26 참조)

•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병사들로부터 도망친 청년 이야기(마가복음

14:50~52; 그 청년은 마가 을 것이다.)

구주에 한 마가의 간증을 읽으면서 구주에 관하여 여러분이 받은 새로운 인

상을 공책에 기록해도 좋다. 

마가복음1장

예수님의성역의시작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을 많이 기록한 반면, 마가의 기록은 구주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에 역점을 두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성역을 기록하는 데

너무 열심인 나머지 역사적 배경에 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마가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신 것으로 첫 번째

장을 시작했다. 너무 빨리 2장으로 넘어가기보다는,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에서 예수님에 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1~11 — 마태복음 3; 누가복음 3:1~22; 요한복음 1:19~34

마가복음 1:12~15 — 마태복음 4:1~17; 누가복음 4:1~15

마가복음 1:16~20 — 마태복음 4:18~22; 누가복음 5:1~11

마가복음 1:21~28 — 누가복음 4:31~37

마가복음 1:29~34 — 마태복음 8:14~17; 누가복음 4:38~41

마가복음 1:35~39 — 마태복음 4:23~25; 누가복음 4:42~44

마가복음 1:40~45 — 마태복음 8:1~4; 누가복음 5:12~16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Remission 죄 사함(4절) — 용서

Girdle . . . loins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6절) —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Straightway 곧(10, 18, 20~21

절) — 즉시

Synagogue 회당(21, 23, 29,

39절) — 유 인들의 예배 장소

Astonished 놀라니(22절) — 놀라

니

Rebuked 꾸짖어(25절) — 사람에

게 하던 일을 멈추도록 요구함; 잘못

을 바로잡음

Hold thy peace 잠잠하고(25절)

— 조용히 하고

Torn 경련을 일으키고(26절) — 흔

들고

Divers 각종(34절) — 여러 가지

Solitary place 한적한 곳(35절)

— 혼자 있을 장소(광야)

For therefore came I forth 내

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38절) — 이

것이 내가 온 이유이니라

Leper 나병환자(40절) — 피부병이

있는 사람(경전 안내서, “나병”, 44

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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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1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실이지

만, 이 때가 복음 계획이 지상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진 때는 아니었다. 복음은 사

실상 이 지상의 첫 번째 가족인 아담과 이브의 시 (모세서 5:5~12 참조)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파되었다.(베드로전서 1:18~20 참조)

마가복음 1:2~11 — 침례 요한

요한에 해 더 자세히 알려면 마태복음 3장의 소개(11~12쪽)를 참조한다.

마가복음 1:44 — 왜 예수님은 그가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6:20(24쪽) “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 중 하나를 한다.

길을 예비하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위해 길을 예비한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간증을 시작했다. 다음 네 그룹의 구절들에서 마가가 설명한 사건에 관해 말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뒤에 이어질 지상에서의 예수의 성역을 예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다. 마가복음 1:2~8,

9~11, 12~13, 16~20.

기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기적과“많은 사람”(34절)

의 병을 고치신 것에 해 읽을 수 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시는 주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나

온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예수님과 그

의 복음에 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

장 40~44절에 설명된 기적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나병환자가 어떻게 구주에게 왔고, 또 축복을 받았는지에 한 기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예수님이 나병환자의 간청을 들어주신 방식을 살펴 보면 구주에 해 무엇

을 배울 수 있는가?

3. 나병을 앓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정한”것으로 간주되었다. 죄를 짓

는 것은 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나병환자를 죄인으로 바꾸어 마가복음

1장 40~44절을 다시 읽는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죄 짓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가복음2장

“네죄사함을받았느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언급된 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

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가 행하신 기적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에 한 외형적이며 물리적인 상징이다. 마

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이 원리를 가르치신 것이 실려 있다. 

마가복음 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2:1~2 — 마태복음 9:2~17; 누가복음 5:17~39

마가복음 2:23~27 — 마태복음 12:1~8; 누가복음 6:1~5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23~28 — 안식일에 관한 규칙

이 교재의 마태복음 12장의 소개(20쪽)를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진정한 교훈을 얻다

마가복음 2장 1~12절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처음 말 은 왜 이상하게 보 는가?

Beseeching 간구하여(40절) — 간

청하여

Quarter(사)방(45절) — 나라의 한

부분

It was noised 소문이 들린지라(1절)

— 말이 퍼진지라

Palsy 중풍병자(3~5, 9~10절) —

신체 장애자

Nigh unto him for the press 무리

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4절) —

무리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

Reasoning; reasoned; reason 마

음에 생각하기를(6, 8절) — 깊이 생

각하기를

Blasphemies 모독(7절) — 신성한

것을 조롱하거나 거룩한 능력을 거짓

주장함

On this fashion 이런(12절) — 이

와 같은

Resorted 나왔거늘(13절) — 나왔거

늘

Publicans 세리(15~16절) — 세금

징수자들

Whole 건강한(17절) — 건강한

Rent 해어짐(21절) — 찢어짐

Marred 지폈다(22절) — 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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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가복음2장9절에기록된예수님의질문에여러분은뭐라고답하겠는가?

그분이무슨뜻으로질문하셨다고생각하는가?(10절참조)

3.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죄는 더욱 파괴적이다. 불행하게도 신

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어렵다.

예수님은 그 남자의 죄도 용서하시고, 중풍도 고치심으로써 그것을 지켜보

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마가복음3장

예수님이많은사람들의주목을받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교회 회원이 되었

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수가 적은 것 같지만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었을 때 더욱

그러했다고 기록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에 해 늘어나는 관심을 기록

했다. 그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께 반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망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3:1~6 — 마태복음 12:9~14; 누가복음 6:6~11

마가복음 3:7~12 — 마태복음 12:15~16

마가복음 3:13~19 — 마태복음 10:2~4; 누가복음 6:12~16

마가복음 3:20~30 — 마태복음 12:22~37

마가복음 3:31~35 — 마태복음 12:46~50; 누가복음 8:19~21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8 — 이두매, 두로, 시돈

첨부된 지도를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동기의 중요성

마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해

흥미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 이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이 학습

지도서의 마태복음 12장의 소개(20쪽)를 참조한다)

2. 병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3. 예수님께 중요한 것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4. 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보다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하는 일

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족

마가복음 3장 31~35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가 지상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에 다시 주의를 환

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1. 마가복음 3장 31~3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

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2. 이 교리는 몰몬경에 더욱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

족이 되는 방법에 관해 설명된 모사이야서 5장 5~9절을 읽고 여러분의

말로 설명한다. 

마가복음4장

예수님이비유로가르치심

비유(Parable)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 “나란히 두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를 다른 것 옆에 둔다 라는 뜻이기도 하

다. 예수님은 쉽게 적인 진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

Withered 마른(1절) — 불구의, 일

그러진 또는 오그라든

Grieved 탄식하사(5절) — 슬퍼하여

Herodians 헤롯당(6절) — 로마와,

헤롯, 특히, 지역 총독을 지지했던 유

인

Wait on him 기하도록(9절) —

시중들 수 있게 준비시킴

Throng 무리(9절) — 불편할 정도로

집되어 있는 군중

Straitly charged 많이 경고하시니

라(12절) — 강하고 확고하게 말하시

니라

Lay hold on him 붙들러 나오니

(21절) — 붙들어 감시하니

Beelzebub 바알세불(22절) — 사탄

Spoil 강탈하다(27절) — 도둑질하다

Blaspheme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모독하는(29절) —고의

적으로그리스도를부정하는(경전안내서,

“신성을모독하다”, 160~161쪽참조) 

해(지중해)

시돈

두로

예루살렘

이두매



한 것들을 사용하여 비유하고 이야기하셨다. 마태복음 13장의 소개(22쪽)

는 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으며,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몇 가지 생각

할 점을 주셨는지 설명한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4:1~5 — 마태복음 13:1~23; 누가복음 8:4~18

마가복음 4:30~34 — 마태복음 13:31~35

마가복음 4:35~41 — 마태복음 8:18~27; 누가복음 8:22~25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4장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기자 회견

1. 여러분이 신문 기자들 앞에서 교회에 관해 말 하도록 지명받았다고 상상

해 본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 중 아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비유를 말한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 

•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가?

• 미 서부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세계적인 주요 교회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된 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어

떻게 설명하겠는가?

2. 고든비힝클리회장의다음말 에적용될만한비유를말한다. “교회는훌

륭하고놀라운방법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기적적인방법으로지상에

퍼지고있습니다.”(스티브피델, “외국에살고있는회원수가미국내의후

기성도의수를넘어섬”, 데저렛뉴스, 1996년2월, 26~27, A2)

마가복음 4장 35~41절에는 네 가지 질문이 있다. 제자들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들에

해 아무런 답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관해 알게 된 것을 분석하면 가능한 답을 생각할 수 있다.  

1. 첫 번째 질문과 예수님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답을 쓴다. 

2.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쓰고 마치 여러분이 제자인 것처럼 답한다. 

3. 네 번째 질문에 한 여러분 자신의 답을 쓴다.

4. 오늘날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5장

많은기적들

예수님은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기적을 행

하셨다.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과 이 지상을 통치하는 더 높은 율법

에 한 그의 이해력을 증명했다. 기적을 행하는 이 권능은 기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신앙을 요구한다. 각 기적과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통해 예수

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본다. 

이 장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8~9장(16~18쪽)의 내용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5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5:1~20 — 마태복음 8:28~34; 누가복음 8:26~39

마가복음 5:22~43 — 마태복음 9:18~26; 누가복음 8:41~56

Sower 씨를 뿌리는 자(3, 14절)

—씨를 심는 사람(뿌리다는“심다”란

뜻)

씨를 뿌리는 자

Way side 길 가에(4절) — 사람들

이 걸어 다니는 굳은 땅(행로나 도

로 같은)

Fowls 새들(4, 32절) — 새들

Deceitfulness 유혹(19절) — 현혹

시킴, 거짓말함

Lusts of 욕심(19절) — 육체적 또는

나쁜 욕망에 한 갈망

Bushel 말(21절) — 큰 바구니

Abroad 나타내려(22절) — 알려지게

What measure ye mete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24절) — 너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방식, 그 로

너희가 받을 것임

Measured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24절) — 받을 것이요

Sickle 낫(29절) — 곡식의 를 베

는 구부러진 칼

Expounded 해석하시더라(34절) —

의미를 설명하시더라

Hinder 고물(38절) — 뒤, 뒷부분

Rebuked 꾸짖으시며(39절) — 멈추

라고 명하시며

중요한 질문들에 한 답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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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8~13 —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감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따르는 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육신

을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 악한 들이 돼지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그들이 왜 즉시 갈릴리 바다로 뛰어 들어

갔는지는 전해진 바가 없다. 돼지는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었다. 따라서

유 인들에게 돼지를 키우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을 받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의 몸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에 관해 보고 들

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분명 힘있는 교훈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악마를 섬기는

사람의 최후의 적인 멸망을 상징한다. 

마가복음 5:23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 살게 하소서”

이 구절에 관해 말 하면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한 아버지의

신앙에 관한 말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얹으시면 무엇이라도 살아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 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 생활에 그

의 손을 얹으시면, 결혼 생활이 살아납니다. 가정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도록 허락

한다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Conference Report, 1979년 10월, 93쪽; 또

는 Ensign, 1979년 11월호, 65쪽)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찾음

마가복음 5장 1~20절에 나오는 사건이 실화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이

상징하는 것을 통해 더 배울 수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

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1.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무덤”(2, 5절) 사이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는가?

2. “고랑과 쇠사슬에 매 ”던(4절) 이 사람처럼, 통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중에 실제로 우리 시 의 사람들이 겪

는 것들은 무엇인가? 

3.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에 해 무엇을 배울 수있

는가? 

1. 마가복음 5장 22~43절은 구주께 도움과 축복을 구한 두 사람의 이야기

가 나온다. 주의 깊게 그 구절들을 읽고 그들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열

거한다. 그들이 한 일은 우리도 역시 구주께 축복을 구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예가 된다. 

2. 이 두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해 무엇을 배웠는가?

마가복음6장

예수님은어떤사람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놀랄 만한 것이었지만, 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해 실려 있다. 또한 예수님에 해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통치자 헤롯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해

실려 있다. 이 장을 읽을 때 예수님에 한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 보고 마

가복음 6장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예

수님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시도를 해 보았겠는지 생각해 본다.

마가복음 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6:1~6 — 마태복음 13:54~58

마가복음 6:7~13 — 마태복음 10; 누가복음 9:1~6

마가복음 6:14~15 — 마태복음 14:1~2; 누가복음 9:7~9

마가복음 6:17~29 — 마태복음 14:3~12; 누가복음 3:19~20

마가복음 6:30~56 — 마태복음 14:13~36; 누가복음 9:10~17; 요한복

음 6:1~21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2절) —

악한 또는 악마

Fetters 고랑(4절) — 끈 또는 사슬

Adjure 원하건 (7절) — 간청하건

Legion 군 (9, 15절) — 큰 집단

Besought 간구하더니(10, 12, 23

절) — 간청하더니

Swine 돼지(11~12, 16절) — 돼지

Gave them leave 허락하신 (13

절) — 가게 하시니

Befell 당한(16절) — 일어난

Coasts 지방(17절) — 지역, 토

Howbeit Jesus suffered him not

허락하지 아니하시고(19절) —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Publish 전파하니(20절) — 알리니

Thronged 에워싸 더라(24절) —

빽빽하게 더라, 모여들더라

An issue of blood 혈루증(25절) —

피를 흘리고 있는

Virtue 능력(30절) — 힘

Tumult 통곡함(38절) — 시끄럽게

슬퍼하는 사람들의 소란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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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17~19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었다. 그녀는 헤롯과 결혼하

기 위해 빌립과 이혼했고, 헤롯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다.

형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되

어 있었다.(레위기 20:21) 다른 사람에 한 관심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마태복음 5:31~32) 헤로디아의 행동은 그녀가 죄책감을 느

꼈지만, 회개하기보다는 그녀의 죄를 상기시킨 사람, 즉 침례 요한을 제거하기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전을 공부함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다

1. 마가복음 6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향 마을 나사렛을 의미하는

“고향”으로 가셨을 때 어떤 접을 받았는가?

2.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3. 이 이야기는 오늘날 지역의 교회 지도자와 일반 교회 지도자를 하는 우

리의 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마가복음 6장 14~28절에서 헤롯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2. 헤로디아는 그녀의 죄의식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3.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의식을 덮으려고 할 때(교성 121:37 참조)와 스스

로를 겸손히 하고 회개할 때(이노스서 1:4~8; 모사이야서 4:2~3)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각각 비교한다. 

구주에 관해 배움

마가복음 6장 31~44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성품, 본성, 또는 권

능에 해 여러분이 배운 것 중 두 가지를 열거한다. 

마가복음7장

무엇이사람을더럽히는가?

전통은 가족이나 집단을 단합시키는 중요한 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이 복음 원리보다 더 중시되거나, 신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전통들은 주님의 행복의 계획에 반하여 작용한다. 신약 시 에는 유

인의 어떤 특정한 전통이 그들 종교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욱 중

요했다. 마가복음 7장 부분이 장로들의 그러한 전통에 관해 예수님이 하

신 말 과 행동을 수록하고 있다. 마가복음 7장을 읽기 전에 이 학습 지도

서의 마태복음 12장과 15장의 소개(23쪽)를 다시 읽어도 좋다. 

마가복음 7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7장 — 마태복음 15:1~31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7장

From whence hath this man

these things?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런 것을 얻었느냐?(2절) — 그가 어디

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Kin 친척(4절) — 가족

Save a staff 지팡이 외에는(8절) —

지팡이를 제외하고는

Scrip 배낭(8절) — 음식이나 옷을 넣

는 가방

It shall be more tolerable 번역

안되어 있음(11절) — 형벌이 덜 하리

니

Abroad 번역 안되어 있음(14절) —

여러 곳에

Executioner 시위병(27절) — 사람

을 사형시키는 사람

Leisure 겨를(31절) — 휴식, 자유

시간

Ran afoot thither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33절) — 걸어서 그곳으로 가

Companies; ranks 떼를 지어; 떼

로(39~40절) — 무리를 지어

Fragments 남은 떡 조각(43절) —

남은 조각

Constrained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45절) — 명하시고

Even 저물매(47절) — 밤, 저녁

Contrary unto 거스르므로(48절)

— 맞부딪치므로

Fourth watch of the night 밤 사

경(48절) — 해뜨기 직전

죄의식에 한 반응

Howbeit 번역 안되어 있음(7절) —

그러나

In vain 헛되이(7절) — 무의미하게,

목적이나 참뜻이 없이

Suffer 허락하지(12절) — 허락하지

Ought 아무것도(12절) — 아무것도

Defile 더럽게 하다.(15, 18, 23절)

— 사람을 적으로 더럽히다

Perceive 알지(18절) — 이해하지

Goeth out into the draught 뒤로

나감이라(19절) — 먹은 것이 배를 통

과하여 처리되느니라

Covetousness 탐욕(22절) — 더 가

지려는 욕심

Lasciviousness 음탕(22절) — 억제

되지 않은 음욕

Meet 마땅치(27절) — 옳지 또는 합

당하지

Impediment in his speech 말 더

듬는(32절) — 분명하게 말할 수 없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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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7:9~12 —“고르반”

고르반은“하나님께 드림”을 뜻하는 말이다. 모세의 율법은 자녀들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볼 것을 요구했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만약 하나님이나 성전에 드리

기로(고르반) 한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쓸 수 없

다고 말했다. 불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고르반의 전통을 그들이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용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재산을 따로 남겨 두었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7:26~29 — 예수님은 왜 희랍 여인을 개로 표현했는가?

마태복음 15:22~28 “경전을 이해함”(23~24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비교하기

1. 마가복음 7장 1~23절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여긴 것과 예

수님이 더럽다고 여긴 것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2. 제3니파이 27장 19~20절을 읽고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에 해

예수님이 말 하신 것과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해야 할 일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마가복음8장

“아직도깨닫지못하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해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마가복음 8장에서 제

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 같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 을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에 한 신앙이 있었다. 이것이 이

장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해 증명해 줄 수 있는 표

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신앙이 있었고, 성령의 감화를

잘 받아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 간증과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가복

음 8장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본다.

마가복음 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8:1~10 — 마태복음 15:32~39

마가복음 8:11~21 — 마태복음 16:1~12

마가복음 8:27~38 — 마태복음 16:13~27; 누가복음 9:18~26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15 — 누룩이란 무엇인가?

누룩(이스트)은 균의 일종이다. 적은 양의 누룩이 빵 반죽과 혼합되면 재빨리 모

든 반죽에 퍼져 거품이 생기고 빵이 부풀어 오른다. 이스트로 만들어진 빵(유교

병)은 무교병보다 더 가볍지만 더 쉽게 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전에서는

때때로 누룩을 부패의 상징으로 비유한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 하셨을 때

바로 그러한 의미를 뜻하신 것이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

의하라”경전의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 다른 것에 좋거나 나쁘게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누룩의 비유를 사용했다. 

마가복음 8:29~30 —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기를 바라셨는가?

마태복음 16:20 “경전을 이해함”(24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8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같은 것과 다른 것

1. 마가복음 8장 22~26절에 묘사된 기적이 여러분이 신약에서 읽은 다른

기적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목록으로 만든다.(예

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30~34절과 비교한다.)

2. 마가복음 8장 22~26절에 기록된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9장

“나의믿음없는것을도와주소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것을 읽을 수

있다.(마태복음 16:19)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약속이 변형의

산에서 성취된 것을 읽었다. 마가복음 9장 1~13절에도 이 경험에 관한 기

사가 있다. 이 신성한 경험 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전히 주님으

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마가복음 9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방법과 그들의 신앙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이해력도 자라

Compassion 불쌍히 여김(2절) —

염려와 사랑의 느낌

Meat 번역 안되어 있음(8절) — 음식

Generation 세 (12절) — 같은 시

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

Charged 경고하여(15, 30절) — 명

하여

Perceive 알다.(17절) — 이해하다

Rebuke him 항변하매, 꾸짖어

(32~33절) — 들은 것에 찬성하지 않

음

Savourest 생각한지(33절) — 즐거

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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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신 방법을 찾아본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마가복

음 9장 24절의 애원이 비록 아들을 위하여 도움을 구한 한 아버지의 간청

일지라도, 이것은 구주를 믿지만 더 큰 신앙과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간청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9:2~32 — 마태복음 17:1~23; 누가복음 9:28~45

마가복음 9:33~50 — 마태복음 18:1~9; 누가복음 9:46~50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2~3 —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심

Bible Dictionary, “Transfiguration, Mount of(변형의 산)”, 786쪽 참조.

마가복음 9:43~48 — 네 손 또는 발을 찍어 버리라, 또는 네 눈을 빼어 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30절“경전을 이해함”(14쪽)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9장

40~48절에 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경전 안내서, 323~324쪽) 또한 이 구절

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들에 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가복음 9:49~50 — 소금과 불

모세의 율법에서는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지속적인 성약의 상징으로 모든 희

생 제물에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좋은 상

태로 유지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바치며(옴나이서 1:26 참조), 이런 희생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성신

의 능력을 얻는다.(또는 불의 침례)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신앙 키우기

1. 마가복음 9장 14~29절의 이야기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2.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19, 23, 29절 참조)

3. 24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 은 무슨 의미 다고 생각하는가?

4.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데, 또는 신앙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

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배우기

1.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40~48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

“네 손”, “네 발”, 그리고“너의 눈”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2.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설명을 명심하면, 이 권고를 오늘날 여러분 세 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가복음10장

참된위 함

많은 유 인들이 메시야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혼동했다. 그들은 그들의 적을 멸망시켜 줄 승리의 왕으로서 위 한 권능과

광을 갖고 올 메시야를 기다렸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적 —

죄와 죽음을 멸망시키러 오셨다. 그러나 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그러한

적을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

웠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러한 원리들을 가

르치려고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본다.

Transfigured 변형되사(2절) — 하늘

의 광과 임재를 견딜수 있도록 사람

의 몸이 일시적으로 바뀐 상태

Fuller 빨래하는 자(3절) — 옷을 세

탁하여 하얗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Tabernacles 초막(5절) — 헌납과 예

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된 임시 오두막

초막을 지음

Wist 알지(6절) — 알지

Save 오직(8절) — 오직

Scribes 서기관들(11, 14, 16절) —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성서 사전, “서기관,”770쪽

참조)

Set at nought 멸시를 당하리라(12

절) — 무가치하게 여기지리라 또는 멸

시 당하리라

Saluted 문안하거늘(15절) — 인사하

거늘

Hath a dumb spirit 말 못하게 귀

신 들린(17절) — 말할 수 없는

Pineth away 파리해지는지라(18절)

— 몸이 약해지느니라

The spirit tare him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20절)

— 그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지라

Wallowed 엎드러져 구르며(20절) —

엎어져 뒹굴며

Rent him sore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26절) — 그가 심한 경

련을 일으키고

Maimed 장애인으로(43절) — 신체

장애자로

Quenched 꺼지지(43~46, 48절)

— 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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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1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0:1~31 — 마태복음 19; 누가복음 18:15~30

마가복음 10:32~52 — 마태복음 20:17~34; 누가복음 18:31~43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2~12 —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마태복음 19:3~12(27쪽) “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왕국에서 위 하게 됨

마가복음 10장 17~22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한 부자 청년은 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35~45절에는 구주 곁에서

원히 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다. 

1. 아래 도표를 만들고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왕국에서 위

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한다. 

2. 마가복음 9장 33~37절에서 예수님은 위 하게 된다는 의미에 해서 뭐

라고 가르치셨는가?

3. 마가복음 10장 28~30절에 따르면, 세상적인 위 함과 생을 얻기에 합

당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4. 마가복음 10장 32~34절은 구주의 위 함에 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가?

5. 하나님의 눈에 위 하게 되기 위해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1. 마가복음 10장 46~52절에서 한 눈먼 남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열거한다.

2.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그분에 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마가복음11~12장

마지막주동안예수님은
무엇을행하고가르치셨는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지 3년 후의 일부터 시작한다. 일

주일 안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마가복음 11~16장의 사건들은

도처의 유 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유월

절 절기 동안에 일어났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

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절기는 많은 사람들

에게 그의 마지막 간증을 전할 아주 적절한 기회 다. 

마가복음 11~1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1 — 마태복음 21:1~27; 누가복음 19:29~48; 20:1~8; 요한

복음 12:14~19

마가복음 12:1~12 — 마태복음 21:33~46; 누가복음 20:9~19

마가복음 12:13~44 — 마태복음 22:15~46; 누가복음 20:20~47;

21:1~4

Coasts 지경(1절) — 경계

Precept 명령(5절) — 계명

Cleave 연합하여(7절) — 함께 가까

이 지냄

Put asunder 나누지(9절) — 나누지

또는 분리하지

Adultery 간음(11절) —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 관계를 갖는 것

Defraud 속여 빼앗지(19절) — 속

이지

Scourge 채찍질하며(34절) — 채찍

으로 때리며

Exercise lordship 고관들이 권력을

부림(42절) — 통치함, 다른 사람들을

그들 아래에 두어 그들을 섬기고 부양

하게 함

Minister 섬기는 자(43절) — 종

Ransom 속물(45절) —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는 가

누가?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17~22)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10:35~45)

그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장님을 고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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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지도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1~10 —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마태복음 21:1~11(29쪽) “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1:15~18 — 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21:12~13 “경전을 이해함”(29~30쪽)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1:12~14, 20~21 —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

지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무화과나

무에 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경전

에 묘사된 상황과 연관시켜서, 일의

상징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마가

복음 11장에 묘사된 무화과나무는 잎

이 완전히 나기 전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과일로서 가치가 있

는 무화과 열매는 나중에 나온다. 만

약 일찍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해 내

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잎사귀

가 있는 나무(마가와 마태 둘 다 이를

묘사했음)는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나무는 열

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 나무는 예수님

당시의 유 지도자들과 같다. 그들은 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위선

적이고 속이 빈 의로움이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을 이

끌던 지도자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이 나무의 위선을 저주하신 것이다.

마가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그 구절을 없애고, 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마가복음 11:30~32; 12:12 —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백성을 두려워

하는지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 지

도자들의 위선을 비난하셨

다.(예를 들면, 마가복음

12:38~40 참조) 마가복음

11~12장은 그들의 위선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것을 암

시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가르친 로 교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

워하”는 상태다.(교리와 성약

3:6~7; 30:1~2; 60:2 참

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Conference Report, 1989

년 4월, 4쪽; 또는 Ensign, 1989년 5월호, 5쪽)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18~27 — 부활 때의 결혼

누가복음 20:27~38 “경전을 이해함”(70쪽)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2:28~34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2:36~38 “경전을 이해함”(30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1~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답했겠는가?

마가복음 11장 1~11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상상해 본다. 그들에게 아래 질문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답했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지 쓴다. 

1.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얻는 방법에 해서 특정한 지시

를 하셨는가? 여러분은 그 방법에 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

무화과가 달린 무화과나무 가지

예루살렘

겟세마네

베다니

베다니로 가는 길

기
드

론
계

곡

감
람

산

Over against you 너희 맞은편(2

절) — 네 앞쪽에

Garments 겉 옷(7~8절) — 외투

또는 옷

Strawed 펴며(8절) — 펼치며

Eventide 저물매(11절) — 밤, 저녁

때가 되매

Haply 번역 안되어 있음(13절) —

아마

Withered away 말랐나이다(21절)

— 죽었나이다

Ought against any 아무에게나 혐

의가 있거든(25절) —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있거든

Hedge 산울타리(1절) — 울타리

Winefat 구유 자리(1절) — 포도즙

을 담는 용기

Let it out 세로 주고(1절) — 세를

놓고

Husbandmen 농부(1~2절) — 농

작물을 돌보는 사람들

Heir 상속자(7절) — 상속받을 권리

를 가진 사람

To catch him 책잡으려 하여(13절)

— 속이려 하여

Carest for no man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14절) —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시니

Tribute 세금(14절) — 세금

Hypocrisy 외식함(15절) — 의로운

체 하는 것

Image and superscription 형상

과 (16절) — 동전에 새겨진

Seed 상속자(20~22절) — 자녀

Discreetly 지혜 있게(34절) — 현

명하게

Salutation 문안 받는 것(38절) —

예우하여 인사함

Devour 삼키며(40절) — 강탈하며

Pretence 외식(40절) — 겉으로 보

이기 위해 가장하여

Two mites; farthing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42절) — 매우 적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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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왜 예수

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나귀를

가져 가게 내버려두었는가?

3.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호

산나를 외친 사람 중 한 명에

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

는가? 왜 그를 존경하는가?

상징 해석

마가복음 11:12~14, 20~23. 이 구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마

가복음 11장“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오는 설명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우리 시 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어떻게 말

하는지 설명한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마가복음 11:27~12:40. 이구절에나오는이야기와가르침에서예수님께반

하여 질문한 유 지도자들의행동과태도중세가지를선택한다. 그러한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사람의 적인성장을가로막을수있는지설명한다.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1~12장의 부분에는 유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맞섰

는지에 한 기록이 나온다. 마가복음 12장 41~44절에서 우리는 그들과 전

혀 다른 한 여인에 관해 읽게 된다.

1. 마가복음 12장 29~34절에서

이 과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

르치신 것의 모범이 되는가?

2. 마가복음 12장 44절의 교훈을

자연스러운 말로 적고 예수 그

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

르치셨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

다.

3. 과부의희생과순종의모범을더

잘따름으로써여러분의생활에

서변화시킬수있는것에는어

떤것이있는지적는다.(이것을

돈과연관시킬필요는없다.)

마가복음13장

재림의표적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재림에 관해 말 하셨다. 일

부 유 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를 거부했다. 왜

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야의 오심에 관한 예언, 특히

광과 심판 중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성취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그의 탄생과 재림 둘 다에 관

한 표적을 포함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많은 예언을 성취했지만, 그

가 다시 오셔서 메시야에 관해 선지자들이 말 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알고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

한 많은 말 이 후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구들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가복음 13장의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같다.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3장 —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5~36; 조셉 스미스-마태

1장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14 —“멸망의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절“경전을 이해함”(33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3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를 한다.

조심하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설교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주의하

라”또는“조심하라”고 여섯 번 말 하셨다.(5, 9, 23, 33, 35, 37절)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을 적어도 세 가지를 이

장에서 찾아 열거한다.

Over against 마주 하여(3절) —

앞에; 맞은 편에

Take heed 주의하라(5, 9, 23,

33절) — 조심하라, 주의하라

Published 전파되어야(10절) — 가

르쳐져야, 전파되어야

Premeditate 번역 안되어 있음(11

절) — 미리 결정하지 말라

Betray 내주며(12절) —넘겨주며

Them that give suck 젖먹이는 자

(17절) —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

머니들

The elect 택하신 자(20, 27절) —

성약의 백성

Seduce 미혹하다.(22절) — 꾀어내

다

Tribulation 환난(24절) — 시련과

고통

Porter 문지기(34절) — 하인, 문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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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14장

예수님의지상생활의마지막시간

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실수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못했다. 사실상, 유 지

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일부 부패한 지도자들은 예

수님이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느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바를 알았고 그의

생명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일부가 마가

복음 14~16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세 장에 나오는 신

성한 사건들을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한다.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4:1~2 — 마태복음 26:1~5; 누가복음 22:1~2

마가복음 14:3~9 — 마태복음 26:6~13; 요한복음 12:1~8

마가복음 14:10~16 — 마태복음 26:14~19; 누가복음 22:3~13

마가복음 14:17~31 — 마태복음 26:20~35; 누가복음 22:14~39; 요한

복음 13장

마가복음 14:32~42 — 마태복음 26:36~46; 누가복음 22:40~46

마가복음 14:43~72 — 마태복음 26:47~75; 누가복음 22:47~62; 요한

복음 18:1~27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3~9 —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

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

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

한복음 11장 참조) 값비싼

기름을 바른 행동은 예수님

에 한 그녀의 깊은 존경

심을 보여 주는 것이며, 하

나의 경배의 행위 다. 시

체를 땅에 묻기 전에 몸에

기름 바르는 것은 관습이었

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

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해하지도 못하고, 믿고 싶

어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

는 진실, 즉 그가 자신의 생명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할 기회

로 삼으셨다. 

마가복음 14:20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요한복음 13:25 “경전을 이해함”(86쪽)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4:32~42 — 겟세마네

마태복음 26:36~46 “경전을 이해함”(35쪽)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4:33 — 왜 예수께서는“심히 놀라시며”“슬퍼”하셨는가?

속죄의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잘못을 범해서 뉘우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

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가슴을 때리고 비

참함을 느낍니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 [겟세마네]에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혼의 죄의 짐을 진 하나님의 아들

이 있습니다. … 그는 그 짐, 즉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저는 이 짐을 보탰습니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그의 복

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참되고 충실할 것이라는 조건 아래, 제가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를 치르기 위해 그분은 그 짐을 혼

자 짊어지셨습니다.”(타락-속죄-부활-성찬 [1961년 1월 14일, 솔트레이크 종

교 교육원에서 하신 말 ], 8쪽)

마가복음 14:54~59 — 거짓 증언하는 자

마태복음 26:59~60(35쪽) “경전을 이해함”을 참조한다. 

마가복음 14:66~72 —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누가복음 22:31~34, 54~62 “경전을 이해함”(71~72쪽)을 참조한다.

그
림
: 
로
버
트

티
바
렛
, 
마
리
아
가

그
리
스
도
의

발
에

기
름
을

바
름

Unleavend bread 무교(1, 12절)

—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만든 빵, 유월

절 식사의 일부

Craft 흉계(1절) — 사기

Alabaster 옥합(3절) — 귀하고 값

진 물건

Ointment of spikenard 순전한

나드 향유(3절) — 냄새가 좋은 값비

싼 크림

Indignation 화(4절) — 옳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에 한 분노 또는 불

쾌감

Three hundred pence 삼백 데나

리온(5절) — 보통 노동자의 1년 임

금

Betray 넘겨 주려고(10, 18절) —

적에게 내어 주려고

Testament 언약(24절) — 성약

Vehemently 힘있게(31절) — 훌륭

한 느낌을 가지고

Tarry 머물러(34절) — 머물고 기다

려

Abba 아빠(36절) —“아버지”를 뜻

하는 단어

Token 군호(44절) — 암호

Rent 찢으며(63절) — 찢으며(슬픔의

표시로서)

Buffet 주먹으로 치며(65절) — 때리

며

Thy speech agreeth thereto 참으

로 그도 당이니라(70절) — 그 곳에서

온 것 같은 억양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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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여러분은 구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마가복음 14장 3~11절에서 우리는 구주를 무척 소중하게 여긴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다.

1.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자신의 돈보다 구주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2. 유다의 행동은 그가 구주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

여 주는가?

3.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보다 구주를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에

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를 통하여 우

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노래하게 된다.(찬송가 [1985년],

111장 참조) 마가복음 14장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여 예수님께 더욱 감사

하게 만든 그의 행위 두 가지를 선택한다. 그 두 가지에 해서 쓰고, 그것들

이 왜 여러분을 놀라게 했으며, 구주에 한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 감사를

깊어지게 하는지 말한다. 

마가복음15장

예수님이십자가에달리심

속죄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5장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서 완성된 속죄에 해 기록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오래 끌며 가장 괴로운 형태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점점

더해 가는 고통을 느끼며 보통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산다. … 혹심하고

끊임없는 고통으로 야기된 극도의 피로를 통하여 고통을 제거해 주는 고마

운 죽음이 찾아 온다”(예수 그리스도, 655쪽) 교리와 성약 19편 16~19절

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격렬해 보이는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에 해 이야기하셨다. 찬송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겪은 고

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저 멀리 푸른 언덕이 있네”, 어 찬송가, 194

장) 이 장을 읽을 때“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5:1~19 — 마태복음 27:2, 11~30; 누가복음 23:1~25; 요한

복음 18:28~19:16

마가복음 15:20~41 — 마태복음 27:31~56; 누가복음 23:26~49; 요한

복음 19:16~37

마가복음 15:42~47 — 마태복음 27:57~61; 누가복음 23: 50~56; 요

한복음 19:38~42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3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메시야에 한 예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완전

한 속죄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부터 물러나는 일은 명백히 불가피

한 일이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만물 아래로 내”(교리와 성약 88:6)려가셨다.

골고다

안토니아 요새

겟세마네

황금문

헤롯의 궁전

가야바의 집

다락방
아래 도시

위 도시

기
드
론

골
짜
기

힌
놈

골
짜
기

성전

Pilate 빌라도(1~15절) — 예루살렘

의 로마 총독

Marvelled 이상히 여겨(5, 44절)

— 의아하게 여겨

That feast 명절(6절) — 유월절

Insurrection 민란(7절) — 정부에

한 반란

Content the people 무리에게 만

족을 주고자(15절) — 사람들을 만족

시키고자

Platted 엮어(17절) — 함께 꼬아,

땋아

Compel 억지로(21절) — 강요하여

Wine mingled with myrrh 몰약

을 탄 포도주(23절) — 고통을 완화

할 수 있는 혼합물

Parted his garments 그 옷을 나

눌새(24절) — 그의 옷을 나누어

Casting lots upon them 제비를

뽑더라(24절) —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게임을 하더라

The superscription of his

accusation 죄패(26절) — 죄목이

적혀 있는 것

Railed on him 모욕하여(29절) —

조롱하여

Reviled 욕하더라(32절) — 모욕하

더라

Even 저물었을때에(42절) —저녁에

Sepulchre 무덤(46절) — 묘, 죽은

사람을 묻은 장소

Hewn 판(46절) — 절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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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그는 알고, 이해하신다

앨마서 7장 11~13절에 구주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해 실려 있다. 그는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알게 되셨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경험

과 비슷한 경험,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한 세 가지 열거한다.

여러분이 열거한 각 경험에 해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조

성구를 말한다.

마가복음16장

“그는여기계시지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5장 40~41절에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른 특별한 여인들에

해 나온다. 존경하고 사랑해 온 분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

들은 지켜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들이 부활에 관

해 얼마만큼이나 이해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에 관해 말 하셨

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마가복음 9:31~32 참조) 여인

들은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

고 그가 묻히신 곳까지 따라갔다.(마가복음 15:47)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

님의 시신이나 무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곳에 갔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

을 가졌겠는지 상상해 본다.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마가복음 16:1~8 — 마태복음 28:1~8; 누가복음 24:1~2; 요한복음

20:1~10

마가복음 16:9~11 — 마태복음 28:9~10; 요한복음 20:11~18

마가복음 16:12~13 — 누가복음 24:13~35

마가복음 16:14~18 — 마태복음 28:16~20; 누가복음 24:44~49

마가복음 16:19~20 — 누가복음 24:50~53

경전을 이해함

마가복음 16장

경전을 공부함

마가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마가복음 15장 40~41절, 47절과 16장 1~11절에 기록된 로, 그 충실한

여인들이 보고 행한 것을 여러분이 보고 행했다고 상상해 본다.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적어 본다. 친구에게 그 3

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떠한 느낌이 들었

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말해보기

1. 마가복음 16장 14~18절을 읽는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

을 때,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 하셨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

하셨는가?

2. 예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 오늘날 성취된 것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예를

든다. 만약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 부모님, 교회 지도자 또는 귀환 선

교사와 함께 이야기한다.

Residue 남은 제자들(13절) — 나머

지 다른 사람들

Meat 음식(14절) — 식사

Damned 정죄를 받으리라(16절) —

발전이 멈추게 되리라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희랍인 의사이다. 누가는 유 인이 아니었

지만 희랍 문화권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아마도 구주의 지상 성

역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도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에게 배웠던 것 같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했고(사도행전 16:10; 디모데후서

4:11 참조),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이 책은 왜 씌어졌는가?

누가는 희랍 개종자 다고 생각되는

그의 친구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

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간증을

편지로 써 보냈다. 예수님이 하신 말

과 행위에 관하여 일부는 사실이

고, 일부는 사실이 아닌 수많은 다른

기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누

가가 많은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설

명하고 예수님이 비유 인을 하신

이야기들을 쓴 것을 보면 누가는 비

유 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

다. 

이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어떻게 다른가?

마태가 쓴 복음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했

다는 것을 유 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씌어졌다.(마태복음의 소개, 9쪽

참조) 마가복음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을 보여준다. 그 기적 중 가장 위 한 것은 속죄이다.(마가복음의 소개, 39쪽

참조) 이방인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

었다. 누가의 간증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다. 또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을 싣고 있다. 그는 복음이 단지 유 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

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다음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가르침들이다.

• 스가랴와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누가복음 1:5~20, 26~38 참조)

•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에 관한 상세한 기록(누가복음 2:1~20)

• 시므온과 안나의 간증(누가복음 2:21~38 참조)

• 성전에 계신 12세 때의 예수(누가복음 2:40~52 참조)

• 누가복음 10~19장의 비유

• 칠십인의 부름(누가복음 10:1~16)

• 겟세마네에서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누가복음 22:44) 

•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낙원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 하시는

예수(누가복음 23:39~43 참조)

누가복음1장

두사람의기적적인탄생이예언되다

누가복음 1장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할 두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

으로 각각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여인들 중 하

나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다. 이 장을 읽으면서 그 여인들이 누구 는지, 그들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

이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이들의 탄생이 특별히 언급되었는지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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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반열(5, 8절) — 가족 중에

서 한 개인의 후손들

Barren 잉태를 못하므로(7절) — 아

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Well stricken in years 나이가 많

더라(7, 18절) — 매우 늙었더라

Executed 행할새(8절) — 수행할새

Lot 제비(9절) — 임무 지명

Beckoned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22절) — 몸짓으로 의사를 표시하며

또는 손을 흔들어 의사를 표시하며

Days of his ministration were

accomplished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23절) — 그의 봉사 기간이 끝

나매

Conceived 잉태하고(24, 36절) —

임신하고

Reproach 부끄러움(25절) — 수치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과 다른 결혼한

여인들은 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경시한

다고 생각했다)

Espoused 약혼한(27절) — 약혼한

(마태복음 1:18~19의“경전을 이해

함”, 10쪽 참조)

Cast in her mind 생각하매(29절)

— 생각하매

Salutation 인사, 문안(29, 41, 44

절) — 인사

Fruit of thy womb 태중의 아이

(42절) — 너의 아기

Low estate 비천함(48절) — 보잘

것 없는 상태

Circumcise 할례하러(59절) — 구

약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한 아브

라함의 언약의 표시

Horn of salvation 구원의 뿔(69

절) —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의 구원

의 권능을 상징하기 위해 각 모서리

마다 황소의 뿔로 장식되어 있었다. 

Dayspring 돋는 해(78절) —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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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3 —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데오빌로는 누가의 친구이다. 이 복음서는 그에게 쓴 것이다. 그는 아마도 교회

회원도 아니고 구도자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 누가는 그가 진리를 알기를

바랐다.(누가복음 1:3~4 참조)

누가복음 1:17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일라이어스는 구약의 선지자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

라이어스의 은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아론에게 성임되었던 신권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18쪽) 침례

요한은 여러 면으로 이 역할을 성취했다. 그는 아론 신권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

도의 더 큰 가르침과 의식을 위한 길을 예비했다.

누가복음 1:19 — 가브리엘은 누구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가브리엘은 구약의 선지자 노아라고 언급했다.

누가복음 1:31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 이름 조슈아 또는 제슈아의 희랍 이름이다. 이는“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또는“구주”라는 뜻이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두 기적적인 탄생

1. 공책에 아래 도표를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로 완성한다.

누가복음2장

구주의탄생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를 많이 해주는 유일한 복음서

저자이다. 누가복음은 가이사의

호구 조사, 베들레헴으로 간 마

리아와 요셉, 말구유에서의 탄생,

목자들과 천사들, 시므온과 안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등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여러분은 왜

누가가 그의 이방인 친구 데오빌

로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바랐

다고 생각하는가?

누가복음 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1~39 — 마태복음 1:18~25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21 —“팔 일이 되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성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

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팔 일째 날에 할례를 받았다.(창세기 17:12) 

누가복음 2:22 —“정결 예식의 날”

아들을 갓 낳은 어머니는 불결하다고 여겨졌다.(40일 동안 모세의 율법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음을 뜻함) 40일이 지나서야 그녀는 성전에 가서 자신의 정화(결

례)를 위해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기적적인 탄생

참조 성구 누가복음 1:1~25 누가복음 1:26~38

부모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왜 탄생이 기적으로

여겨졌는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그들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이 아기가 성장한 후에

이뤄야 하는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가?

Be delivered 해산할(6절) — 출산할

Swadding clothes 강보(7, 12절)

— 아기를 싸는 천 조각

Manger 구유(7, 12절) —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곳

Good tidings 좋은 소식(10절) —

좋은 소식

Haste 빨리(16절) — 빨리

Consol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위로(25절) — 메시야를 의미하는 이

스라엘의 위로 또는 위안

From her virginity 결혼한 후(36

절) — 결혼한 후

Fourscore and four years 팔십사

세(37절) — 84년(1 score는 20년임)

Redemption 속양(38절) — 해방;

죄의 결과로부터 구하여짐

Fulfilled the days 그 날들을 마치

고(43절) — 축제가 끝날 때까지 머

물고

Kinsfolk and acquaintance 친족

과 아는 자(44절) — 가족과 친구들

Subject 순종하여(51절) — 순종하

여; 충고와 권고를 따라

Stature 키(52절) — 몸집과 용모



55

누가복음 2:46~47 —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심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들이 질문하고 있었다고

말해 준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2:46 참조) 그 선생들은“그 지혜와

답”에 놀랐다.(누가복음 2:47)

누가복음 2:52 — 청소년기 예수님의 성장

누가복음 2장 52절에 관해 말하면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

르쳤다. “인간에게 알려진 완전한 청소년 건강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11개

의 단어로 묘사된다. …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이다. 그것

은 모든 것 —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서적 건강과 적 건강

을 포함한다.”(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555~556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다를 하거나 활동 나만 한다. 

성탄절 이야기

누가복음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알려진 기사 중 하나를 포함한다.

누가복음 2장 1~16절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수님의 탄생에 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

소한 여섯 가지 퀴즈 문제를 만든다. 각 문제 뒤의 괄호 안에, 정답과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을 적는다.

2. 누가복음 2장 1~16절에서 성탄절기에 예수님에 관한 좋은 말 제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절 다섯 개를 적는다. 

그리스도 아기의 증인들

누가복음 2장을 읽고 이 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을 열거

한다. 각 이름 옆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 알게 되었는지 쓴다.

한 사람의 성장의 한 본보기

누가복음 2장 40, 49~52절을 읽은 후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발전한 역들

을 열거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한 역들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까?

누가복음3장

요한이하나님의아들에게침례를베풀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며(누가복음 1:36 참조), 요한은 예수보다 6

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졌

다. 누가복음 3장을 공부할 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

는지 알아본다.  

누가복음 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3:1~22 — 마태복음 3; 마가복음 1:2~11

누가복음 3:23~38 — 마태복음 1:1~17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8~9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실함 때문에 그와 위 한 약속들을 맺으셨다.(창세기

13:14~17; 아브라함서 2:8~11 참조) 많은 유 인들은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

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3:13 참조)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나무처럼 잘려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

며, 오직 의로운 자만이 생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3:19~20 — 헤롯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가복음 3장 19~20절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해 말해준다. 그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다. 헤롯 안디바는 그의 동생 빌립과 결혼한 질

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다. 그러한 결혼은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레위기 20:21 참조) 침례 요한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Tetrarch 분봉 왕(1절) — 통치자 또

는 총독

Remission 죄 사함(3절) — 용서

The wrath to come 장차 올 진노

(7절) —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Fruits worthy of repentance 회

개에 합당한 열매(8절) — 진정한 회개

를 보여주는 행동

Ax is laid unto the root of the

trees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 으니(9

절) — 마태복음 3:10의“경전을 이해

함”(12쪽)을 참조한다. 

Hewn 찍혀(9절) — 잘려

Publications 세리들(12절) — 세금

징수관

Exact 부과된 것(13절) — 거두지

Content 족한(14절) — 만족스러운

Mused 생각하니(15절) — … 에 관

해 생각하니

Latchet 신발끈(16절) — 신발끈

Fan 키(17절) — 바깥 부분을 감

싸고 있는 먹지 않는 가벼운 껍데

기(겨)에서 낟알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

된 도구

쭉정이에서 알곡을 골라냄

Purge his floor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17절) — 수확하는 장소를 깨끗

하게 함

Exhortation 권하여(18절) — 고무

시키고 강화시키는 말 을 하여

Reproved 책망을 받고(19절) — 꾸

지람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요구했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활동 가~다를 한다. 

길을 예비한 요한

1. 누가복음 3장 7~14절을 읽고, 요한이 사람들에게“맺으라”고 말한“회

개의 합당한 열매”를 열거한다.(8절) 

2. 이 열매들이 각각 우리가 구주를 만나도록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

는지 기록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질 것이

고“불에 던져지리라”(누가복음 3:9)고 가르친 후, 사람들은“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10절)라고 물었다.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

엇을 뜻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다. 

1. 요한이 제안한 것들을 열거한다.

a. 옷과 음식을 가진 자

b. 세리

c. 군병

2. 요한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그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안해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되는 것을 적는다. 

a. 학교에 다니는 십

b. 부모와 함께 사는 어린이

c. 부모

상징을 선택함

1. 누가복음 3장 7~18절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명에서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독사, 돌들, 열매, 신발,

알곡.

2. 위의 상징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관련이 적어 보이

는 것 하나를 선택한다.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고 생각되는 다른 상징 하나를 생각해 본다. 요한이 가르친 원리를 가르

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한다.

누가복음4장

예수님이사탄을물리치시고
성역을시작하심

예수님은 성역을 베풀기 시작한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그 후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다. 왜 그랬을까? 악마는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불멸과 생”(모세서 1:39)

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사탄은“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니

파이후서 2:27; 18절도 참조) 싶어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

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은 우리의 죗값을 치를 죄 없는 구주이다. 예수

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한다. 예를 들면, 그는 모세를 유혹하

려 했고(모세서 1:12~22 참조), 조셉 스미스를 공격했다.(조셉 스미스-역

사 1:15~17) 선지자 조셉은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

했다. “ 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

을 내 생애의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

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적하 겠는가?”(조셉 스미스-역사 1:20) 

누가복음 4:4~5, 9의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읽는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4:1~13 —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31~37 — 마가복음 1:21~28

누가복음 4:38~43 — 마태복음 8:14~17; 마가복음 1:29~38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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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nacle 꼭 기(9절) — 꼭 기

Dash 부딪치지(11절) — 부딪치지

As his custom was 늘 하시던 로

(16절) — 그가 늘 하시던 로

Anointed 기름을 부으시고(18절) —

택함 받고

Bare him witness 그를 증언하고

(22절) — 그가 말한 것을 듣고

Heaven was shut up 하늘이 닫히

어(25절) —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늘

이 닫혀 있어

Famine 흉년(25절) — 음식의 부족

Elias 엘리야(26절) — 엘리야

Lepers 나병환자(27절) — 심한 피

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Eliseus 엘리사(27절) — 엘리사

Wrath 화(28절) — 노여움

Astonished 놀라니(32절) — 놀라니

Besought 구하니(38절) — 간청하니

Rebuked the fever 열병을 꾸짖으

신 (39절) — 열병에게 나가라고 명

하신

Suffered them not 허락하지 아니

하시니(41절) —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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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4:16~30 —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

나사렛의 회당에 있던 유 인들은 예수님이 그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

했을 때 그가 메시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장하던 모습을 알고 있었다. 메시야가 어떠해야 한다는 그릇된 관념 때문에 그

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메시야라는 것을 그들은 믿기가 어려웠다. 더

욱이 자신을 메시야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은 신성모독 죄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형에 처해졌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10절에서 여러분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공

부했고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확인했다. 데이비

드 오 맥케이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을 때 이 사건에

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 을 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유혹

은 거의 다 그러한 형태 중에 하나로 옵니다. 그것들을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조그마한 오점이라도 만드는 모든 유혹은 그 세 가지 중 하나

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⑴ 식욕의

유혹 ⑵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게 하는 교만과 열정, 허 심에 굴복하기 ⑶ 욕

정을 만족시키기 또는 세상의 부와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입니

다.”(Conference Report, 1911년 10월, 59쪽)

1.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누가복음 4:4)라는 말 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

각하는가?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식욕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생활과 예수님이 제안하신 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한다.  

2. 사탄은 자신을 경배하면 무엇을 주겠다고 했는가?(누가복음 4:5~8 참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것을 비교한다.(교리와 성약 76:50 54~59;

84:37~38 참조)

3. 사탄은 예수님을 위험에몰아넣고기적적인방법으로그가구출되는지보여

주는것으로 그가 누구인지증명하라고유혹했다. 만약예수님이그렇게하

셨다면, 그것이 어떻게하나님을시험하는것이되었겠는가?(누가복음

4:12 참조) 사탄은예수님이하나님의아들이라는것을알았다. 왜사탄은

그가이미알고있는것을증명하도록예수님을유혹했다고생각하는가? 

4. 유혹에 시달리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

혹을 통해 배운 것을 이용하여, 왜 사탄의 유혹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

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큼 보상이 없는지 짧게 쓴다. 

예수님의 사명

1.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셨다. 여기서 이사야는 성역의 일

부로서 메시야가 하실 일에 해 예언했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읽

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여섯 가지 일을 열거한다. 

2.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사명을

계속 성취하시는지 최소한 두 가지 예를 든다. 

누가복음5장

“나를따르라”

구주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후에 교회를 이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 사람들이 십이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 이 중요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들 중 몇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5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5:1~11 — 마태복음 4:18~22; 마가복음 1:16~20

누가복음 5:12~16 — 마태복음 8:2~4; 마가복음 1:40~45

누가복음 5:17~39 — 마태복음 9:2~17; 마가복음 2:1~22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36~39 — 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며 새 술을 낡은 부

에 넣지 않는가?

옷은 자꾸 빨아 입으면 줄어든다.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

이면 붙인 조각이 줄어들 때 옷이 찢어질 것이다.

Lake of Gennesaret 게네사렛 호

수(1절) — 갈릴리 바다

Pressed upon 몰려와서(1절) — 주

위로 몰려들어

Draught 잡으라, 잡힌(4, 9절) —

잡으라, 잡힌

Toiled 수고하 으되(5절) — 일하

으되

Taken with a palsy 중풍(18절) —

마비된, 신체적 장애를 가진

Blasphemies 모욕하는 말(21절) —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사악하게 이야

기함

Levi 레위(27절) — 마태의 또 다른

이름

Receipt of custom 세관(27절) —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곳

Bridegroom 신랑(34절) — 결혼하

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

Maketh a rent 찢을(36절) — 찢을

Straightway 번역 안되어 있음(39

절)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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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시 에는 술을 동물 가죽으로

만든 병에 보관했다. 그 가죽 부

는 종종 술가죽이라고 불렸다. 가

죽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쉽게

손상되고 금이 가거나 내용물이 흘

러나올 수 있다. 새 술은 발효하면

서 자연적으로 액체가 팽창한다.

만약 새 술이 낡은 부 에 들어 있

다면, 발효 작용으로 낡은 술가죽

이 팽창해서 터져버릴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 질문으로 이 두 비

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낡은 교회에 새로운 침례, 망해 가는 왕국에 새로운

계시, 배도한 조직에 새 교리라니!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죽

은 형식주의와 종교 의식에 그들의 과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포함시키실

수 있었겠는가?”(신약 교리 주해, 1:186)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 또는 나 중 하나를 한다.

충고함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 1~11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에 탄 사람들

중 하나 다고 상상해 본다.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실망하여 여러분을 찾아왔

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거의 일 년 동안 활동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직

도 어떤 교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5장 1~11절

의 이야기를 다시 적고 어떻게 그 친구에게 용기를 줄 것인지 적는다. 그 이

야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그 친구의 상황에 적용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곳에 있었다면

누가복음 5장 18~26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여러분

이 목격하고 27~32절에 나오는 잔치에 참석했다고 상상해 본다. 그 사건들

에 관해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쓸 것인지 기록한다. 예수님과 그의 성역에 관

해 배운 점과 여러분의 생활이 이 경험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포함

시킨다.

누가복음6장

예수님이십이사도를
성임하고가르치심

예수님은 전에 그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셨다. 누가복음 6장에는 십이사

도의 공식적인 부름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러 나갈 때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신 몇 가지 가르침을 읽게

된다. 그가 그들에게 하신 권고는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

과 비슷하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20~49절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가복음 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6:1~11 — 마태복음 12:1~21; 마가복음 2:23~3:12

누가복음 6:12~16 — 마태복음 10:2~4; 마가복음 3:13~19

누가복음 6:17~49 — 마태복음 5:1~7:29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12~16 — 십이사도의 부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 했

다. “각 사도들은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성임

됩니다. 교회 회장은 새로운 사도에게 교회에서 모든 직책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신권 권세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권세가 오늘날 예수 그

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권능, 또는 직권이 초기 경륜의 시 에 똑같은 권능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손으로

교회에 첫 번째 관리자들에게 성임, 부여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조셉 스미

스는 사도 직분의 권능을 소유했던 신약 시 사람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

터 사도 직분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현재의

선지자]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17~18쪽; 또는 Ensign, 1994년 11월호, 15쪽; 신앙개조 제5조 참조)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십이사도의 선택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장 16절의 말 을 생각하고 십이사도를 부르는 것에

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한다.

1. 예수님은 십이사도로 부른 몇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셨는가?

헤롤드 비 리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을 때 충성심에

관한 다음 말 을 전했었다. “이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부름받을 모든 남

자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고안하

신 이 시험들,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꺼이 따르고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증거자이자 본이 될 만큼 충실하고 진실한지 알아보는 시

험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Conference Report, 1950년 4월,

101쪽)

2. 그 사람들은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알아야 했는가?

3. 누가복음 6장 13~16절에 나오는 사건 이전에 일어난 12절의 사건의 중

요한 점은 무엇인가?

Shewbread 진설병(4절) — 성막에

진설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

Accusation 고발(7절) — 고소

Restored whole 회복된지라(10절)

— 나은지라

Communed 의논하니라(11절) —

계획하니라 또는 음모를 꾸미니라

Vexed 고난받는(18절) — 고난받는

Reproach 욕하고(22절) —비난하고

Consolation 위로(24절) — 위안

Mote 티(41절) — 아주 작은 흠 또

는 짚 한 오라기

Beam 들보(41절) — 티보다 상당히

큰 나무 판자

Corrupt 못된(43절) —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Beat vehemently 부딪치매(49절)

— 파괴적인 힘으로 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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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십이사도는 누구인가?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형제들의 이름을 공책에 적어 본다.

주요 개념 열거하기

누가복음 6장 17~26절에서는 예수님이 축복과 저주(화)에 관해서 그의 제자

들에게 가르치셨다. 공책에 아래의 것과 비슷한 비교표를 만들고, 축복과 저

주를 열거한다. 목록에는 단지 주요 단어만 사용한다. 끝나면 목록에서 한 개

를 골라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심은 로 거둠

누가복음 6장 43~49절은 여러분이 오직 심은 로만 수확할 수 있다는 원

리를 가르치는 두 가지 예를 사용하 다.(갈라디아서 6:7) 다른 말로 하면,

콩을 심었는데 옥수수를 수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누가복음 6장 43~47

절 또는 48~49절에서 구주께서 사용하신 예 중 하나를 그림으로 그린다. 왜

그 예가 효과적인지 설명한다.

누가복음 6장 27~42절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우리 생활에

서 실천해야 하는 것)과 그에 해 어떤 열매(축복)가 약속되었는지 구주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원리를 열거한다.

누가복음7~8장

신앙의문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기적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7~8장을 읽을 때, 누가 축복을 받았고 받지 못했는지 찾

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에 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깊이 상고한다. 

누가복음 7~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7:1~10 — 마태복음 8:1~13

누가복음 7:18~35 — 마태복음 11:2~19

누가복음 8:4~18 — 마태복음 13:1~23; 마가복음 4:1~25

누가복음 8:19~21 — 마태복음 12:46~50; 마가복음 3:31~35

누가복음 8:22~56 — 마태복음 8:18~34; 9:18~26; 마가복음

4:35~5:43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18~23 —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했는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침례 요한이 그의 마음에 주님의 신분과 성역에 해 의심을 품었는다는 추정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 옥에 갇힌 자[요한]이자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

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 가 아니었다.

…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낸 이 행동은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는 요한의 위 한 마지막 간증이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더 큰 빛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약 교리 주해서, 1:261~262 참조) 

누가복음 7:31~35 — 구주 시 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구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풀이했다. “너희 믿지 않는 유

인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불평을 잘하고, 불성실한지 설명하기 위해 어떤 실례

를 내가 선택해야 하느냐? 너희는 놀이하는 변덕스러운 아이들 같도다. 너희가

거짓 결혼식을 열었으되 너희의 놀이 친구들이 춤추기를 거절하는도다. 너희가

놀이를 바꾸어 장례 놀이를 하면 너희 놀이 친구는 애통해 하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같은 모양으로 신앙에서 놀이만을 하고 있느니라. 삐뚤어지고 변덕스러운 [쉽게

흔들리는] 아이들처럼 너희는 요한이 나실인의 엄격함을 보여 주었다 하여 그를

거절하 고, 내가 사람들과 유쾌하고 사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따스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드러내었다 하여 나를 거절하는도다.”(신약 교리 주해서,

1:263)

축복 화

(목록)                                   (목록)

Centurion 백부장(2절) — 로마 군

지도자

Beseeching, besought 청한지라,

간절히 구하여(3~4절) — 요청하여,

간청하여

Whole 나아 있었더라(10절) — 나

았더라

Bier 관(14절) — 매장지로 시신을

운반하는 판자

He that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28절) — 가장 보잘 것 없다

고 생각되는 사람; 예수께서 자신에

해서 말 하고 계심.

Alabaster box of ointment 향유

담은 옥합(37절) — 비싸고 향기 좋

은 크림을 담은 옥으로 만든 병 또는

항아리

Creditor 빚 주는 사람(41절) — 다

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

Debtor 빚진 자(41절) — 빚 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

Pence 데나리온(41절) — 전형적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은 동전



60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2 —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제임

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

록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가

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

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병을

고치신 분으로서, 또한 그녀의 그리

스도로서 예수님에 한 그녀의 헌신

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

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실 때,

다른 여인들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

지만 그녀는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

었다. 그녀는 부활의 아침에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와서 부활하

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인 줄 안 최초

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열렬한 적

인 존경으로 주님을 사랑했다.”(예수

그리스도, 268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7~8장을 읽으면서 활동 나와 가, 다, 라 중 두 개를 한다.

성격 묘사

누가복음 7장 1~10절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부장의 가장 인상적인 성

품, 또는 성격적 특성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그 다섯 가지 옆에 각각 그가

그 성품, 또는 특성을 소유했다고 생각한 근거가 되는 성구에서 한 문장을 적

어 넣는다. 

구주의 모범 따르기

누가복음 7장 11~17절의 나인 과부 이야기를 읽는다.

1. 13절에 표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2.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여러분이 동정심을 보여 준다면 축복을 받게 될

사람(과부나 홀아비)에 해 생각해 본다.

3.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의 행위 한 가지를 결

정하고 그것을 한다.

4. 공책에 여러분의 봉사에 한 구제척인 사항과 그것에 한 여러분의 느낌

을 기록한다. 

요약하기

누가복음 7장 36~50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은 후,

1. 이 구절들을 요약하여 이야기를 두 단락으로 기록한다. 어린이들이 이 야

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회 반에서 읽어줄 수 있는 형식으로 쓴다. 

2. 이 경전 구절의 주요 메시지를 나타내는 한 문장을 생각해 본다. 그 문장

을 이야기 제목으로 사용한다.

지금 시 상황을 고려한다

다음 종류(가~라)를 열거된 네 가지(1~4) 상황과 맞춘다. 정답을 결정하기 위

해서 누가복음 8장 5~15절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공책에 각각의

상황에 알맞는 번호를 기입한다.

종류:

가. 새가 먹어 버린 씨

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다. 잡초 때문에 숨이 막힌 씨

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상황:

1. 사라는 자전거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

가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해 말했다. 그녀

는 바쁜 학생이었으나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가입하여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그녀의 룸메이트들이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고 남자 친구는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는 외로웠고 친구들과 있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했다. 

2. 톰은 선교사들이 그의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을 놀려댔지만 그들은 반

박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남다른 태도에 톰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

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선교사

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까지 교회에 나갔다. 그리고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3. 앤은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브라이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활

동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가 다른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상관

하지 않았다. 그는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으며 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만 사귈 수 있다고 말했다. 앤은 슬펐지만 브라이언을 사랑

했기 때문에 그의 말 로 했다. 

4. 랜디의 가족은 그가 열두 살 때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제사가 되었을 때

무척 기뻤고 아버지가 그를 성임했다. 그의 가족은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가족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나갔고

복음의 가르침에 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Steward 청지기(3절) — 하인

Sow 뿌리러(5절) — 심으러

For the press 무리로 인하여(19절)

— 군중들 때문에

Jeopardy 위태(23절) — 위험

Ware 입지(27절) — 입지

Fetters 고랑(29절) — 죄인의 손목

이나 발목을 묶기 위해 사용된 족쇄

나 사슬

Thronged 려들더라(42절) — 주

위에 모여들더라

Issue of blood 혈루증(44절) — 피

를 흘리는 상처

Stanched 그쳤더라(44절) — 멈추

었더라; 나았더라

Bewailed 통곡하매(52절) — 몹시

슬퍼하매

Laughed him to scorn 비웃더라

(53절) — 조롱하더라 또는 비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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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9장

복음을전파하러
파송된십이사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업을 돕고 자기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도 그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십이사도를 성임하셨다. 이 위 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서 사도들은 권세, 권능, 경험, 지식이 필요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Conference

Report, 1987년 4월, 54쪽; 또는 Ensign, 1987년 5월호, 44쪽)라고

일깨워 주었다. 누가복음 9장을 읽을 때,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십이

사도가 자격을 갖추도록 예수님이 도우신 방법들을 주목한다. 우리는 주님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누가복음 9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9:1~6 — 마태복음 10; 마가복음 6:7~13

누가복음 9:7~9 — 마태복음 14:1~2; 마가복음 6:14~16

누가복음 9:10~17 —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9:10~17; 요한복

음 6:1~14

누가복음 9:18~50 — 마태복음 16:13~18:8; 마가복음 8:27~9:50

누가복음 9:57~62 — 마태복음 8:19~22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5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주님의종가운데한사람이 그의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린다면, 그것은주님이주님

의종을통하여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그분의 사랑과 메시지를 거절한다는증거

이다. 이는그를거절한사람에게 따르는 심판에 해 그에게는 책임이없다는것

을의미한다. 조셉필딩스미스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봉사했을때

“그러한책임의수행은주님의 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으면해서는

안된다.”(교회사와현 의 계시 [1946~1949년], 4권, 1:115)라고 말 했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누가복음 9장 23~27, 57~62절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두 단락 정도 쓴다.

누가복음10장

복음을전파하도록
파송된칠십인

교회 내에 늘어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수님은 칠십인을 부르고 성임

하여 십이사도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들이 받은 가르침과 경험이 실려 있다.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

회의 제반사를 조정[할]”(교성 107:34) 십이사도를 보조하도록 칠십인을 부

르는 것은 우리 시 에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가장 잘 알려

진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가 나온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10:1~24 — 마태복음 10:20~27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30~33 —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 종교 지도자

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마리아인들은 미움을 받았다.(요한복음 4:9 참조) 유 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물질적으로나(열왕기하 17:24~34 참조) 적으로(요한복음 4:20~22 참조) 자

신들보다 아래로 보았다. 사마리아인들과 유 인들은 개 노골적으로 서로에게

적 적이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이 국적이나 인종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0:38~42 —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님은 잘 접하고자 했

던 마르다를 비난하신 것도 아니었으

며, 태만했을는지도 모를 마리아를 두

둔하신 것도 아니었다. 주님이 도착하

시기 전에는 마리아도 열심히 함께 일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 그녀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다. 그녀가 비난을 받을 정

도로 의무에 태만했다면, 예수께서 그

녀의 태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이

다. 그는 잘 차린 식사와 물질적인 안

락만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자매들

과 함께 계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말

을 그녀들이 잘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

하셨던 것이다. 그는 그녀들로부터 받

Scrip 배낭(3절) — 여행 가방

Tetrarch 분봉 왕(7절) — 한 지역

의 통치자 또는 총독

Victuals 먹을 것(12절) — 음식

His countenance was altered 용

모가 변화되고(29절) — 그의 얼굴과

모습이 바뀌고

Decease 별세하실 것을(31절) —

돌아가실 것을

It teareth him 경련을 일으켜(39

절) — 경련을 일으켜

Suffer 참으리요(41절) — 허용하리

요, 견디리요

Cleaveth on us 우리 발에 묻은

(11절) — 우리 발에 붙어 있는

Despiseth 저버리는(16절) — 거절

하는, 거부하는

Prudent 슬기 있는(21절) — 학식

있는

Stripped him of his raiment 그

옷을 벗기고(30절) — 옷을 강제로

빼앗고

Cumbered about much serving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라(40절) —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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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으셨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그 오라버니를 사랑하셨다.

두 자매는 예수께 헌신적이었으며 성격이 서로 달랐다. 마르다는 실제적이고 물

질적인 봉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 다. 그녀는 천성이 호의적이며 희생적이었다.

마리아는 명상적이고 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이해함으로써 그녀의 헌신을 나타냈다.”(예수 그리스도, 438~439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 나, 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칠십인의 성역

1. 누가복음 10장 1~24절을 읽고 칠십인의 성역과 누가복음 9장 1~6,

10절에 기록된 십이사도의 성역의 유사점을 열거한다.(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십이사도의 성역과 비교해도 좋다.)

2. 교리와 성약 107편 23, 25, 33~35, 38절을 읽고 칠십인의 일원과 십

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의 책임에 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적는다. 

기자 놀이

누가복음 10장 30~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이 이야기에 나

오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을 열거한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도할 신문 기자

라고 상상해본다. 

1.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의 이름 옆에 각각 신문 기사를 위해 여러분이 그에게

물을 세 가지 질문을 적고, 예상되는 그의 답을 쓴다.

2. 이 비유의 주요 개념을 가르치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도록 학교 친

구들을 고무시킬 신문 기사의 맺음말을 작성한다. 

저자의 숨은 뜻을 읽어냄

누가복음 10장 38~42(이 구절에 한“경전을 이해함”편 참조)절을 주의

깊게 읽는다. 이 이야기에서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공책에 쓴다. 

누가복음11장

빛으로충만하게되라

성실하다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실성은 위선과 어떻게 비

교되는가? 구주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효

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과 참 의도로 기도한다면 주

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다른 사

람에게 감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을 때 구주의 가르침이 진실하게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

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위선에

관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의로운 척만 하지 않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가?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11:1~4 — 마태복음 6:9~13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5~13 —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주님은 이기적인 인간도 반 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탁하는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신앙으로 끈기 있게 구하

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1:29~32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요나가 수장되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요나 1:15~17:2) 그리스도의 죽

음과 매장, 부활을 상징한다”(몰몬

교리 [1966년], 2판, 711~712

쪽)

누가복음 11:52 — 예수님이 말 하신“지식의 열쇠”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11장 53절에는 지식의 열쇠가 경전을 뜻하는 것

이라고 나온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악마는 경전에 항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그는 경전을 싫어하고 경전의 참 의미

를 변질시키고, 할 수 있는 로 그것을 파괴시킨다. 그는 그의 유혹에 귀 기울이

는 자들을 꾀어 경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버리고, 바꾸고, 변조하고, 수정하고,

변경시킨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이 열쇠

를 빼앗아간다.”(디모데후서 3:15~17)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유 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온 경전의 말

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에게 화를 쌓을 것이라고 말 하셨다.”(신약 교리 주

해, 1:624~625)

Hollowed 거룩히(2절) — 거룩히,

신성하게

Importunity 간청함(8절) — 담

하고 끈질기게 요구함

Dumb 말 못하는 사람(14절) — 말

못하는 사람

Beelzebub 바알세불(15절) — 사탄

Goods 소유(21절) — 소유물

Spoils 재물(22절) — 빼앗은 재물

Blessed is the womb that bare

thee, and the paps which thou

hast sucked 당신을 밴 태와 당신

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27절)

— 당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에게 복

이 있습니다. 

Jonas 요나(29절) — 큰 물고기가

삼킨 구약의 선지자

Ravening 탐욕(39절) — 약탈

Mint and rue 박하와 운향(42절)

— 두 가지의 풀

Reproachest 모욕하심이니이

다.(45절) — 모욕하심이니이다, 비

난하심이니이다

Lade 짐을 지우고(46절) — 짐을 지

우고

Sepulchres 무덤(47~48절) — 묘

또는 무덤

Urge him vehemently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53절) — 분노로 가

득 차



63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비유 설명하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후에(누가복음 11:1~4), 예수님은 짧

은 비유로 기도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 비

유(5~13절)를 읽고 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한다. 

화, 화, 화

“화”는 슬픔과 분노의 외침이며, 사악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주어진다. 다

음과 같이 비교표를 만들고, 누가복음 11장 37~53절에서 열거된 다섯 구절

을 찾아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각각의 행위를 비난하셨는지, 사람들이 어

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셨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이와 비슷한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다.

누가복음12장

“너희는그의나라를구하라”

구주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사악함을 뒤로 하고 가야 한다. 이것은

많은 방해와 유혹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

람들에게 위 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가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인지 찾아

본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2장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 뽑기

누가복음 12장을 읽고, 가장 감명 깊은 세 구절을 뽑고 다음에 답한다.

1. 왜 그 구절들을 선택했는가?

2. 각 구절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가?

3. 이 구절 중 한 구절을 암기하고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 앞에서 그것

을 암송한다.

몇 번?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읽고 예수님이 무엇에 해 경고하셨는지 찾아본다.

16~21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한 부자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또는 나의

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2. 그것은 그의 태도에 해 어떤 점을 보여 주는가?

3. 구주의 비유는“탐심을 물리치”도록 가르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4. 이 비유에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보물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문장 완성하기

누가복음 12장 35~48절을 읽는다. 이 구절에서 찾아 다음 문장을 완성한다.

누가복음

11장의 비유

“잔과 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39절)

“박하와 운향과 모

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42절)

“높은 자리와 시장

에서 문안 받는 것

을 기뻐하는도다.”

(43절)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4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

다.”(47절)

왜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행위로

어떤 것을 하는가?

Trode 밟힐(1절) — 밟힐

Leaven 누룩(1절) — 이스트

Confess 시인하면(8절) — 인정하면

Magistrates 권세 있는 자(11절) —

통치자, 지도자 또는 권위자

Covetousness 탐심(15절) — 탐욕

Bestow 쌓아 둘(17, 18절) — 넣어

둘 또는 보관할

Stature 키(25절) — 키

One cubit 한 자(25절) — 18인치

또는 0.5미터 정도

Toil 실을 만들다.(27절) — 일하다

Spin 짜다.(27절) — 섬유나 실로 옷

을 짜다

Arrayed 입다.(27절) —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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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 깨어 준비하라

2. 만약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우리는 … 할(일) 것이다.

3. 주께서 돌아오실 때 그 종들은 … 일 것이다.

4. 주인은 … 때에 돌아오실 것이다.

5. 주님은 … 하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6. … 에게 많은 것을 기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13장

회개하라그렇지아니하면멸망하리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가지에 가득 열린 아름다운 나무를 상상해

본다. 그 열매는 탐스럽고, 잘 익었으며, 향기롭다. 이제 큰 가지와 녹색 잎

이 우거진 과일 나무를 상상한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았을 때 열매가 열려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의로움

과 회개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하셨다. 

누가복음 13장을 읽을 때 회개에 관한 다른 가르침도 찾아보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5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구절에 해 언급하면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죄에 한 벌로 사고, 폭력적인 죽음, 그 밖의 재난들을

보내시는가? 예수님의 말 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보

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모반자들에게 재앙, 재난, 역병, 고통을 보내시며, 그

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

다. …”

“그러나 전쟁에서 살육된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 역병으

로 고통받는 사람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러한 천벌

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사람들이 맞는 개인적인 고통과 사고가 불의한 생활에 한 벌이라고 단언하는 것

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다. …”

“이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에게도 그

들을 시험하시려 어려움을 보내신다. …”

“예수님의 말 에서 배울 수 있는 참 교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말 은 죽임을 당한 자와 살아남은 자 사이의 의로움에

는 아무 차이가 없으며, 살아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뜻이다.”(신약 교리 주해, 1:475~476)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비유 해석하기

누가복음 13장 6~9절에 나오는 비유를 읽고 예수님이 말 하신 것을 그림으

로 그린다. 각 항목을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의 유 인들을 나타낸다.) 

경전을 생활에 적용한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구주께서 기적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배울 수 있다. 

1. 무엇이 사람을 적으

로“꼬부라지게”할 수

있는가? (마치 짐을 진

것처럼 구부러지게)

2. 누가복음

13:12~13. 예수님

은 우리가 우리의 문

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똑바로 펴지도록 언제

우리를 부르시겠는가? 

3. 16절에 따르면, 예수

님은 우리가 특히 무

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시는가?

비유 사용하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9~20절에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관해 가르치는

두 가지 비유를 주셨다. 이 두 비유를 읽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온 친숙한

예들을 사용하여) 여러분 자신의 비유를 써 본다. (누룩에 관해 더 자세히 알

려면, 마가복음 8:15 “경전을 이해함”(45쪽)을 참조한다.)

Dresser 포도원지기 (7절) — 돌보는

사람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며

수확하는 사람)

Why cumbereth it the ground

어찌 땅만 버리느냐 (7절) — 왜 흙만

소비하느냐

Dung it 거름을 주리니 (8절) — 비

옥하게 하리니

Bowed together 꼬부라져 (11절)

— 등이 구부러져

Three measures of meal 가루 서

말 (21절) — 많은 양의 가루

Brood 제 새끼 (34절) — 병아리

Desolate 황폐하여 버린 바 (35절)

— 내버려져 비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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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14장

제자가되기위해치르는 가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말 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

다. 그는 모든 사람을 초 합니다. 그의 부름과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값도 매

기지 않으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니파이후서 26:25) 그러나

값을 매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가는 돈이 아니라 행동입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54, 55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연관된 가를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면

서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26~27 — 우리는 우리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강한 혐오나 증오’라는 뜻의 미움은

복음의 전체적인 과 성격에 반 된다. 예수께서는 미움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

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혈육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야 한다.(마태복음 5:43~48)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참 제자들은 하

나님에 한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가족이나 개인적인 의무에 우선한다는 뜻이

다.”[마태복음 10:37; 19:27, 29 참조; 교리와 성약 103:28 참조] (신약 교

리 주해, 1:503)

누가복음 14:28~33 —“너희 중의 누가 망 를 세우고자 할진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복음에서 요구하는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개종

자들은 침례 전에 이러한 가를 고려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

겠다고 스스로 결심해야 한다. 새로운 부름의 도전에 직면하여, 존 테일러 회장은

언젠가 이렇게 말 했다. “제가 몰몬이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눈을

크게 뜨고 그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가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

생 동안의 과업으로 바라보았고, 단지 이 생뿐만이 아니라 원까지도 제가 이

업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의 부족함을 느꼈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B. H. Roberts, The Life of John Taylor [1963

년], 48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원리는 무엇인가? 

성구를 공부할 때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에게“이 구절의 가르침으로 어떤 의

문 혹은 문제들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복음 14장 7~14절을 읽으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된 의문 사항을 적

어도 한 가지 적어 보고, 그 다음 자연스러운 말로 그 의문에 한 해답을 적

는다. 

변명 열거하기

누가복음 14장 15~24절에 나오는 비유는 큰 잔치에 초 된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1. 공책에 다음 도표를 그린다. 이 비유에 나오는 초 된 사람들이 한 변명들

을 열거하고, 이 변명들과 비슷한 현 의 변명들을 열거한다.

2. 이 비유의 주요 원리를 요약한다.

가를 고려함

누가복음 14장 25~3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지신 기 에

해 나와 있다. 

1. 이 구절을 읽고 그 기 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본다.

2. 구주께서는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기를 바라시

는가?

3. 이가르침을따르기위해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있는가?

4.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가?

Dropsy 수종병 (2절) — 부어 오름,

액체가 고여 있어 질병이 있음을 나타

냄

Bidden 청함을 받음 (7~8, 10절)

— 초 됨

Marked 보시고 (7절) — 보시고

Abased 낮추는 (11절) — 겸손한 또

는 낮추는

Recompense 갚음 (12, 14절) —

되갚음

비유 속 변명

누가복음 14:18

누가복음 14:19

누가복음 14:20

현 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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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15장

비유의시간

비유는 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짧

은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평범

한 것들에 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종교적 진리를 가르쳐준다. 비유는 사

람들이 지식의 능력보다 성신의 능력

에 의해서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준

다. 누가 복음 15~16장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은 인간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해야 할 우리의 책

임에 해서 가르치고 있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3~32 — 양, 동전, 탕자는 각자 다른 이유로 잃어버렸다. 

데이비드 오 멕케이 회장은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날 하나님

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방식에 비유했다. 

잃어버린 양.“그 양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는 반항적이지 않았다. 여러분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양은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계를 추구하고 있

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마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양은 더 좋은 풀이 무

성한 들판의 유혹을 따라가 결국은 우리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동전.“이 경우에는 동전을 잃어버린 것은 동전의 책임이 아니다. 그 동

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주의와 무심함 때문에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떨어뜨린 것이다.”

탕자.“이것은 자신의 선택의지 로 선택을 한 경우다. 심사 숙고한 끝에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권위에 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Conference

Report, 1945년 4월, 120~121, 123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 중에서 한 가지를 한다.

도표 완성하기

공책에 다음 도표를 복사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이 도표를 채워 넣

는다.

편지 쓰기

누가복음 15장을 읽은 후, 공책에 다음 형태로 편지를 쓴다. (다 쓴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낸다.)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구를 고르고 최

소한 다섯 개를 편지에 써 넣는다.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 노력하는 선교사의 봉사에 해 감사와 격려를 표현한다.

2.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배

운 것에 해 말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쓴다.

3.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선교 사업을 할 연령이 되기 전까지 뜯어 보지

않을 편지.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선교 사업에 관한 여

러분의 목표를 기록한다. 

누가복음16장

하나님을만나는준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주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렸던”사람이 회개하기로 결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강조했

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와 가르침들은 그러한 개념에 덧붙여서

왜 심판 전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Riotous 허랑방탕하여 (13절) — 방

탕하여

Fell on his neck 목을 안고 (20절)

— 그를 껴안고

Intreated 권한 (28절) — 간청하

건

비유

잃어버린 양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 버린

양을

구해 주었다.

누가복음

15:8~10

부주의하고

무례한 말

한 마디 때문

에 감정이 상

한 사람이 교

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탕자 반항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찾은 구절 주요 개념
비유에 한

현 의 예

이 비유에서

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잃어버

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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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1~15 — 이 비유에서 주님은 왜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 청지기처럼 부정직해야 한다고 말 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금전 중심적인 사고의 사람조차도 미래를 위해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가

르치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미래, 즉

다음 세상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겠는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으려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 다. 

누가복음 16:14~23 —“바리새인들은 … 그를 비웃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16장 16~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을 받아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변경했다. 이 변경은 (1) 바리새인들

의 노골적인 사악함, (2) 구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직접적인 방법, (3) 직접적

으로 그들을 겨냥한 누가복음 16장 18~31절에 나오는 가르침과 비유를 초래한

바리새인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들에 해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비유를 자연스러운 말로 다시 적는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누가복음 16:1~14 참조) 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19~31 참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유의 첫 번째 구절을 읽는다.

2. 자연스러운 말로 그 구절을 다시 쓴다.

3. 비유의 모든 구절에 해 이와 같이 한다. 

누가복음17장

하나님의왕국은
언제오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에게 그가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는 않으셨다. 신,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칠 그

날을 비하는 것에 관해 말 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신앙, 순

종, 봉사, 감사, 사악함을 피하는 것과 같은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이 장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가르

침들이 각각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보호해주는지 생각한

다.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11~19 — 병 고침을 입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

께 감사를 표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주님의 분노

를 자아내는 가증한 죄이다.(교리와 성약 59:21 참조) … 구주께서 나병환자 열

명을 고치셨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그는 아홉 사

람을 가리키며“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 느냐”(누가복음 17:17)라고

말 하셨다. 젊은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

할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종종 이런 죄를 범한다. 많은 사람이 봉사, 가

족 기도, 십일조를 바치는 일에서, 그리고 기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60~61쪽)

예수그리스도는낙원과 옥사이에다리를놓으셨다

Steward 청지기 (1~3절) — 하인

Stewardship 청지기 직분 (2~4절)

— 책임

Mammon 불의한 재물 (9, 11,

13절) — 세상적인 부와 재산

Abomination 미움을 받는 것 (15

절) — 사악한 것

Fared sumptuosly 호화롭게 즐기

는데 (19절) — 호화롭게 생활하는데

Abraham’’s bosom 아브라함의 품

(22절) — 의 세계, 더 구체적으로

는 낙원

Hell 음부 (23절) — 옥

Offences 실족 (1절) —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

Millstone 연자 맷돌 (2절) — 곡식

을 가는데 쓰는 크고 둥근 돌

Sup 먹으라 (8절) — 먹으라

Gird 띠를 띠고 (8절) — 준비하고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 허리를 긴 끈

으로 묶는 것을 뜻함)

Noe 노아 (26, 27절) — 노아

(Noah)

Thither 곳 (37절)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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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를 하고, 가와 다 중 한 가지를 더 선택

한다. 

비슷한 성구와 비교하기

누가복음 17장 5~10절과 모사이야서 2장 18~22절을 읽는다.

1. 이 구절들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2. “무익한 종”이라는 구절이 가르치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

누가복음 17장 11~19절에 나오는 열 명의 나병환자의 병고침에 관한 이야

기를 다시 읽는다.

1. 열 명의 나병환자 모두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가? (14절 참조)

2. 감사를 표한 나병환자는 어떤 축복을 더 받았는가? (19절 참조)

3. 병 고침을 받는 것과 흠 없게 되는 것의 차이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가? 

4. 감사를 표한 나병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를 생각할 때, 왜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재림

누가복음 17장 22~33절을 읽고 재림 시에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본다. 이 구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되

는 것을 쓰고 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그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한

다.

누가복음18장

하늘의보화

여러분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왜 그런가? 거기에 어떤 축복

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사

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8:17)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유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가

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 하나가 여러분을 어떻게 어린아이

와 같이 되게 하고 그분의 위 한 보화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는지

살펴본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18:15~30 — 마태복음 19:13~29; 마가복음 10:13~30

누가복음 18:31~34 — 마태복음 20:17~19; 마가복음 10:31~34

누가복음 18:35~43 — 마태복음 20:29~34; 마가복음 10:46~52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1~8 — 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주셨는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께서는 사악한 판사가 마침내 탄

원에 굴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이 재판관 같은 사람도 마침내 과부의 탄

원을 듣고 응낙했는데, 하물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441쪽; 또

한 교리와 성약 101:81~92 참조)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8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자연스러운 말로 적어보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읽고 주요 메시지라

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말로 적는다. (누가복음 18:18 “경전을 이해

함”참조)

비교함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에 덧붙여 누가복음 18장 9~14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태도

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공책에 다음 도표를 복사하여 완성하고 이 비유

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

Avenge me 원한을풀어주다 (3, 5,

7~8절) —공의와공정으로해결하다.

Bear long 오래 참다 (7절) — 견디

다

Extortioners, unjust 토색, 불의

(11절) — 강도, 악한 것을 행하는 자

Abased 낮추는 (14절) — 겸손한

Manifold 여러 배 (30절) — 여러

배

Spitefully entreated 침 뱉음을 당

하겠으며 (32절) — 모욕을 받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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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19장

예루살렘에오신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을, 학교, 또는 집으로 오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상상해 본다.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그분을 환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

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

어 놓겠는가? 예수님이 그곳을 보시고 뭐라고 말 하실지 상상해 본다. 그

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노력하라고 하시겠는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은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실망시킬 것은 무엇이겠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읽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

어가시는 예수님에 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 는지 생각해 본

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한 그분의 느낌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생각해 본다 .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19:29~48 — 마태복음 21:1~16; 마가복음 11:1~18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12~27 — 이 비유의 해석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귀인은 그리스도이다. 먼 나라는 하늘 나라다. 그곳에서 그가 받은 왕위는‘하늘

과 땅의 모든 권세’다.(마태복음 28:18) 그가 약속한 귀환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

며 왕위가 가시적으로 지상에 펼쳐질 광스러운 재림이다. 열 사람의 종은 봉사

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적 능력(므나)을 받은 교회 회원들이다. ‘그 백

성’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의 하나

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으로서 그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다. 종들

은 주의 심부름으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명을 받았다. …”

“귀인이 세상을 심판하러 돌아올 때, 그는 업적에 따라서 그의 종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준비된 처소에서 같은 지위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광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열 개의 도시를 지배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다

섯을, 게으른 자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재능은 소멸될 것이다. 올바르게 사용된 능력은 완전에 이를 때까

지 증가될 것이다. ‘부지런한 모든 종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게으

른 사람은 가졌던 빛, 능력, 재능도 빼앗길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572~573)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1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일지 쓰기

누가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 당당하게 나아가 예루살렘에 입

성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그

분이 생을 마감하기 일주일 전에 있

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여

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 경전에 나오는 실마리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경

험이 어떠했을지 가정해 보고, 그들

이 구주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생

각한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에 관하여

(마치 여러분이 그들인 것처럼) 일지를 쓴다. 

1. 삭개오

2.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본 무리 중 한 사람

3.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

현 판으로

누가복음 19장 11~27절에 나오는 비유에 돈의 단위를 나타내는 므나라는

단어가 나온다. 돈은 이생 동안 개발시키기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

술과 능력을 상징한다. 이 비유를 읽고 나서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이 비유의

현 판을 쓴다. 예를 들면, 귀인 신에 고용주나 부모를 등장시킨다.

바리새인 세리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그들 각자에 해

무엇이라 말 하셨는가?

앨마서 31장 13~20절과

33장 3~11절을 읽는다. 

여러분은 이들 각자의 기도와 일

치하는 경전 구절이 어느 것이라

고 생각하는가?

Little of Stature 키가 작고 (3절)

— 키가 작고

Make haste 속히, 급히 (5~6절) —

서둘러서

By false accusation 토색 (8절) —

남을 속임

Pounds 므나 (13절) — 한 달란트는

백 므나임, 돈의 단위

Kept laid up 싸 두었었나이다 (20

절) — 남겨 두었었나이다.

Usury 변리 (23절) — 이자, 투자해

서 버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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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20장

주님을죽이려고꾀하는사람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구주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 주에 일어났

다. 이 장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들을 생각한다. 왜 유 지도자들은 예수님

을 죽이려 했는가? 예수님의 어떤 주장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는가? 특히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실 동안 주셨던 사랑, 동정, 기쁨을 고려할 때 그 사

람들이 왜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에 반 하는 사람들을

하는 구주의 모범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0:1~8 — 마태복음 21:23~27; 마가복음 11:27~33

누가복음 20:9~19 — 마태복음 21:33~46; 마가복음 12:1~12

누가복음 20:20~39 — 마태복음 22:15~33; 마가복음 12:13~27

누가복음 20:40~47 — 마태복음 22:41~23:15; 마가복음 12:34~40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9~18 — 사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거절당한 고 의 선지자들을 나타낸다. 상속자는 사람

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야 했으나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

는 말이다. 

누가복음 20:27~38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경전과 현 선지자들의 말 은 결혼과 가족 관계는 죽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

다고 분명히 알려 준다.(교리와 성약 132:19~22; 마태복음 19:6) 원한 가족

관계의 축복은 거룩한 성전에서 인봉되고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지킨 사람들만이

받는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말 하고 있었다. 그것을 염

두하면,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쪽 참조)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 여자는 원한 세상에서 단지 한

남자의 아내가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남편은 지상에서 성신권의 권세로 현세와

원을 위해 배우자가 된 남자다. 요컨 그 여자는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여진 인봉

으로 원을 위한 성약을 맺은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며 현세만을 위한 계약이나

약속은 부활 때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주님의 집, 78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뉴스 기자 놀이

여러분이 누가복음 20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도록

지명된 뉴스 기자라고 가정한다. 여러분은 그의 추종자는 아니지만, 그의 적

도 아니다. 마치 내일 신문에 실을 것처럼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들에 관한 기

사를 쓴다. 독자의 주의를 끌 만한 제목을 붙인다.

경전 탐구

누가복음 20장 9~18절과 이 성구에 한“경전을 이해함”편을 읽는다. 

1. 구약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세 명의 종들처럼 접을 받았던 선지자 세 명

을 찾아보고 이름을 열거한다.

2.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 속 상속자처럼 접을 받으신 일화가 나오는

구절을 찾는다. 

누가복음21장

“때가가까이왔다”

성역이 끝나갈 무렵, 구주께서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시하셨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건들을 시 의 표적이라고 부른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예언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 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본다. 또한 여러분이 그 표적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살아 계신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생각해 본다.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1:1~4 — 마태복음 12:41~44

누가복음 21:5~38 — 마태복음 24:1~42; 마가복음 13장; 조셉 스미스-

마태 1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1장

Mites 렙돈 (2절) — 가치가 아주

적은 작은 동전

Abundance 풍족 (4절) — 부

Penury 가난 (4절) — 가난

Pestilences 전염병(11절) —역병

Give you a mouth 구변을 주리

라 (15절) — 네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감을 주리라. 

Compassed 에워싸이는 (20절)

— 둘러싸이는

Entreated 능욕하고(11절) — 모욕

하고

Feign themselves just men 스스

로 의인인 체하며(20절) — 충실하고

의로운 사람인 체하며

Neither acceptest thou the

person of any 사람을 외모로 취하

지 아니하시고(21절) — 공평하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Image and superscription 형상

과 (24절) — 동전에 새겨진 자

Render 바치라(25절) — 주라

Raise up seed 상속자를 세울지니

라(28절) — 자녀를 가지라

Til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43절) — 내가 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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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21:5~38 — 중요한 도움이 되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한“경전을 이해함”(33쪽)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감을 받아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바꾸었다.(조셉 스미스-

마태 참조) 그것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24 —“이방인의 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 구절

을 설명했다. “이방인의 때는 우리 구속주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시작되었다. 유

인들은 곧 복음을 거절했으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겨졌다.

이방인의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1:179)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시 의 표적”

누가복음 21장 5~36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무너짐과 그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다. 이 구절은 성전이 파

괴되기 전에 일어날 일에 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광 중에 다시 오시

기 전에 일어날 일에 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을 때 누가복음 21장 8, 11~12, 26~27절에 나오는 표적들

에 해 기술한다.

준비 점검표 만들기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는“크고 두려운 날”(말라기 4:5)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38:30) 누가복

음 21장 32~38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일곱 가지를 열거한다.

누가복음22장

성찬의상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

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성찬은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기 때문에 행하신 무한하고 원한 희생을 상징한다. 그 다락방과 겟세마네

에서 일어난 일에 한 누가의 간증을 읽을 때, 속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

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

인가? 성찬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한 신앙을

쌓고 그분이 구주며 구속주라는 간증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2:1~65 —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66~71 — 마태복음 27:1; 마가복음 15:1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31~34, 54~62 —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Them that give suck 젖먹이는 자

(23절) —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

Perplexity 혼란 (25절) — 혼동

Nigh 가까운 (30~31절) — 가까운

Surfeiting 술취함 (34절) — 지나친

음주

Strife 다툼 (24절) — 언쟁

Exercise lordship over them 그

들을 주관하며 (25절) — 그들을 다

스리며

Benefactors 은인 (25절) — 덕성

스럽고 올바르며 훌륭한 사람

Thrice 세 번 (34절) — 세 번

Purse and scrip 전 와 배낭

(35~36절) — 돈이나 소지품을 넣는

가방

Suffer ye thus far 이것까지 참으

라 (51절) — 그만 하라, 더 이상 안

된다. 

Things basphemously 많은 말로

욕하더라 (65절)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더라



72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베드로, 내 형

제”라는 제목의 말 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의 베드로의 행동에

해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마태복음

19:27~28 참조)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그들이 아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

시기도 하셨다. (마태복음 17:9; 또한 마태복음 16:20 참조)

킴볼 장로는 계속 이렇게 말 했다. “저는 그 끔찍한 날 밤, 베드로의 정신적인

충격이 어떠했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에 해 알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이미 그가 보여 주었던 용감함, 용기, 큰 헌신, 구주에 한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그를 호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주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적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서는 그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 놓으셨고 그에게 왕국의 모든 열쇠를

주셨습니다.”(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71년 7월

13일, 5쪽)

누가복음 22:39~44 —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음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속죄의 호된 시련은 예루살렘 시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 한 사랑의 행위가 그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락방을 떠나면서,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은 도시의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

를 건너 감람산의 낮은 구릉 지 에 있는 감람나무 동산으로 갔습니다. ‘착유기’

(음식을 만들고 기름을 짜기 위해 올리브를 쳐서 누르는 것)라는 뜻의 겟세마네라

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그 동산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그에게로 나아

올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

를 지셨습니다. 그 무게는 너무도 과중해서 모든 땀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했

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5쪽)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를 하고 다른 활동 가, 다, 라 중 하나

를 한다.

어린이에게 설명하기

누가복음 22장 7~20절을 읽

고 왜 이 구절들이 첫 번째

성찬식에 한 설명일 수 있

는지 이유를 찾아본다. 예수

님이 19~20절에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초등회에서 설

명하도록 요청받았다고 가정

한다. 어린이들에게 말해 줄

것을 적는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39~53절을 읽은 후,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간증을

숙고한다.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혼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 그분은 짐, 즉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저는 그 짐을 보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

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서 진실하며 충실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제가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 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Fall-

Atonement-Resurrection-Sacrament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에서, 1961

년 1월 14일], 8쪽)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과 고통 가운데 홀로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 본

다. 예수님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한다.

두 사람을 비교함

누가복음 22장 1~6, 46~48절에서 유다에 관해 읽고, 누가복음 22장

31~34, 54~62절에서 베드로에 관해 읽는다.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유다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2.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3.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맸다. 베드로는 후에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진상을 보도하다

오늘날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사건을 기록하고 사건의 진상을 보도한다.

만약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 66~71절에 묘사된 재판에 해 기사를 쓰도

록 지명받은 기자라면, 어떻게 쓰겠는가? 기사를 쓰고 신문에 어울리는 제목

을 붙인다.

누가복음23장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관해 읽을 때 찬송가“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가사를 생각한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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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값 인해 못 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찬송가, 111장)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3장 — 마태복음 27:2~61;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8:28~19:42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7 — 헤롯

헤롯은 이름이 아니라 헤롯 왕의 후손 모두가 물려받는 성이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이다.

누가복음 23:18 — 바라바

바라바는 반역과 살인죄로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던 죄수 다. 그의 이름은

단히 반어적이다. 문자 그 로 해석하면, 바라바는“아버지의 아들”을 뜻한다. 빌

라도가 유월절 기념 행사의 일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자고 제안했을 때, 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님 신에 바라바를 선택했다.(누가

복음 23:18 참조)

누가복음 23:31 —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관련된 이

표현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분산과 이교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황폐함을 의미한다고 말 하셨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

복음 23:31], 이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을 의

미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사악함과 앙갚음의 날인 후기에 모든

사람에게 닥칠 비참한 상태를 뜻한다.”(The Mortal Messiah, 4:208) 

누가복음 23:39~43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구절은“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의 세계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네게 그것에 관해 모두 가르

치고 너의 질문에 답하리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

르침, 292쪽) 예수님은 임종시의 회개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다른 관점으로

누가복음 23장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이 다음 다섯 사람 각각의 입장이라

고 가정해 본다. 빌라도, 바라바, 십자가에 달린 겸손한 행악자(도둑: 마태복

음 27:38 참조),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 사람 조셉. 경전에 나오는 실

마리를 이용하여 그들이 각각 구주에 하여 어떻게 생각했겠는지 쓴다. 

누가복음24장

“내가알기에는나의 속자가살아계시니”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로버트 엘 백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이 제자들과 그 외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절한 나사렛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무시무시한 장면

을 목격한 후 불과 몇 시간이 흘 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도 없

는 깊은 슬픔의 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디로 몸을 돌려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절망의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과 나누었

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과연‘주께서 살아나시고

Perverting the nation 백성을 미

혹하고 (2절) — 백성을 가이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Vehemently 힘써 (10절) — 강력하

게

Set him at nought 업신여기며 (11

절) — 그를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하고

At enmity between themselves

원수 (12절) — 적

Sedition 민란 (25절) — 반역

In the same condemnation 동일

한 정죄를 받고서도 (40절) — 동일한

판결 또는 형벌을 받고서도

Amiss 옳지 않은 (41절) — 잘못된

Commend 부탁하나이다 (46절) —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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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에게 보이셨다’(누가복음 24:34)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Conference Report, 1991년 10월, 9쪽;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8

쪽)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부활에 한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보

고,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누가복음 24:1~11 — 마태복음 28:1~15; 마가복음 16:1~11; 요한복음

20:1~18

누가복음 24:36~48 — 마가복음 16:14; 요한복음 20:19~23

누가복음 24:49~53 — 마가복음 16:19~20

경전을 이해함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1 —“안식 후 첫 날”

유 달력에서안식후첫날은일요일이었다. 예수님은 이 날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신이후, 교회회원들은유 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날을 거룩하게

지켰고이날을주일이라고불 다.(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참조)

경전을 공부함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찾고 설명하기

누가복음 24장 13~35절에서 우리는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분의 사

명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해

읽는다. 27절은 그분이 구약전서가 그의 생애와 사명에 관해 뭐라고 예언했는

지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한다. 구약전서에서 그분의 생애와 사명에 해 예언

한 성구 세 가지를 찾아 열거하고 그것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한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하신다. 그런 방법 중 몇 가지

는 누가복음 24장 13~45절에 나와 있다. 다음 참조 성구를 읽고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을 최소한 여섯 가지 열거한다.

1. 누가복음 24:13~16, 33~52

2. 누가복음 24:23

3. 누가복음 24:32; 또한 교리와 성약 9:8 참조

4. 누가복음 24:27, 32, 44~45

5. 누가복음 24:36; 또한 교리와 성약 6:23 참조

성구 익히기 — 누가복음 24:36~39

누가복음 24장 36~39절을 읽고 부활한 육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리

라고 생각되는 것을 쓴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0~44절과 앨마서 11장

42~46절, 40장 19~24절을 읽는다. 부활과 부활한 육신에 관한 기타 중요

한 교리를 최소한 다섯 가지 열거한다.
Threescore furlongs 이십오 리

(13절) — 8 내지 11 킬로미터

Expounded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 설명하시니라, 쉽게 말하

시니라, 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Constrained 강권하여 (29절) —

설득하여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시는가?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은 예수님의 십이사도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역시 십이사

도 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기 전까지

어부 다. 요한은 변형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세 명의 사도 중 하나

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으라고 명한 세 명의 사도 중

하나 다. 그는 자신을“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일컬었기 때문에 종종 사랑

하는 요한이라고 불린다. (요한복음 13:23; 20:2; 21:7, 20)

요한은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계시자 요한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또한 신

약에 나오는 세 개의 짧은 서한(편지)도 썼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요한은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이

었다.(John W. Taylor, Collected Discoveres, Brian H. Study, comp, 5

vols. [1987~1992년], 4:256 참조) 요한은 죽지 않고 변화되었으며, 주님

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지상에 남아 있도록 허락되었

다. (교리와 성약 7편 참조) 요한은 1830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다.(경전 안

내서, “요한”, 219쪽 참조) 

어부 요한 변형의 산

기록하는 요한 조셉과 올리버를 성임하는 요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을 알고 사랑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도

구주를 알고 사랑하게 되도록 그분에 관해 기록했다. 그는 예수님이 말 하고

행하신 것에 한 증인이었다. 그의 책은 예수님에 한 역사가 아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이른 로) 그분에 한 간증이다. 그는 독자들이“예수께

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요한복음 20:31)고 이 복음서

를 썼다고 말했다. 이 복음서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말했기 때

문에, 요한의 복음서는 때때로“사랑의 복음서”라고 불린다. 그는 또한 예수

님이 약속된 메시야 다는 것을 강조했다. 

요한, 독특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동일한 이야기가 많으며, 동일한 기본 순서와

형식을 따른다. 그들은 부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요한의 복음서는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고, 유 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관해 더 많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요한

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험 중 일부이다. 

• 전세에서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참조)

•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 간증했던 때 (요한복음 3~4,

8장 참조)

•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자 생명수임 (요한복음 6~7장 참조)

•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심 (요한복음 11장 참조)

• 사도들의 발을 씻기심 (요한복음 13장 참조)

• 성신에 관하여 가르치심 (요한복음 14~15장 참조)

• 사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참조)

• 베드로에게“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심 (요한복음 21장 참조)

요한복음1장

예수님은전세의그리스도이며
창조주이심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침례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

록을 시작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다르게 시작했다. 첫 번째 장에서 요

한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기 전에 누구 는가를 말하기 위해 자신의 간증을

침례 요한의 간증과 결합시켰다. 

주님은선지자조셉스미스에게요한복음1장을많이변경하도록계시하셨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1:32~34 — 마태복음 3:13~17

경전을 이해함

주: 경전을 이해함의 도움말은 부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

1~34절에 한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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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그가 (2절) — 예수 그리

스도, 하나님의 아들

Perceiveth 깨닫지 (5절) — 알지,

이해하지

John 요한 (6절) — 사도 요한이 아

니라 침례 요한을 말함.

Preferred before me 나보다 앞선

(15, 30절) — 나보다 위 한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불

멸과 생 (16절) — 불멸은 원히

사는 것을 뜻한다. 생은 승 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뜻한다. 

Grace 은혜 (16절) — 충실한 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In the bosom of 품 속에 (18절) —

옆에

Esaias 이사야 (24절) 이사야

Manifest 나타내보이심을(30절) —

알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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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장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1, 14 — 왜 요한은 예수님을“말 ”이라고 했는

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아버지의 뜻과 계명과 말 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

다]”(예수 그리스도, 33쪽 참조)고 가르쳤다. 말 이 생각을 나타내는 것 같이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 말 이 어떤 사물이나 생각의 전달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그의 복음, 즉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전달자이다.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킹 제임스판에서 이 구절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이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시

거나 임재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그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간증하셨

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마태복음 3:17; 17:5; 제3니파이 11:6~7; 교리와 성

약 76:23; 조셉 스미스-역사 1:17) 드문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

버지를 볼 수 있게 허락되었다고 경전은 가르친다. 그 예로 사도행전 7:55~56;

교리와 성약 76:23; 조셉 스미스-역사 1:17을 참조한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 (요한계시록 1:12~18 참조)

요한복음 1:41 —“메시야”

히브리어로 메시야는“선택된 자”또는“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메시야

또는“선택된 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선택된 자”라는 뜻이다. 신약전서에는 히브리어인 메시야(Messiah)가 메시

야(Messias)라고 씌어 있다. 예수님은 메시야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선택된 자이시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배움

요한복음 1장 1~34절의 각 구절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

1~34절과 비교한다. 요한이 쓴 복음서 첫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쓴다.

예수님에 한 요한의 간증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성 요한의 복음서”에서“성 요한의

간증”으로 바꾸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 1~19절에서 예수

님에 관해 알게 된 것을 열거한다. 여러분의 경전에 열거된 항목을 색칠한다.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가 성경에“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요한복음

1:18)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았다는 조셉 스미

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가정해 본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과 위의“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그 친구

에게 말해 줄 이야기를 쓴다.

1. 아래와 같은 도표를 만들고 요한복음 1장 35~51절을 읽고 표를 채워

넣는다. 

2. 이 사람들은 현 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찾는 면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 주었는가?

요한복음2장

예수님성역의시작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축복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

며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그의 나이 삼십 세 다. 요한복음 2장에

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을 읽게 될 것이다. 그는

나사렛 북쪽 1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마을인 가나에서 치러진 혼인 잔치에

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러 예

루살렘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이 장

에 나온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하셨다.(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참조)

Master 선생 (38절) — 지도자, 선

생님

Abode 거하니 (39절) — 머무르니

Tenth hour 열 시 (39절) — 오후

4시

Guile 간사한 것 (47절) — 속이는

것

이름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는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무엇을

했는가? 또는

무엇을

말했는가?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했는가?

“와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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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4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2장 4절은

그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서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 2:14~16 왜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했는가?

마태복음 21:12~13 “경전을 이해함”(29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물을 포도주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요한복음 2장 1~11절에 나오는 포도주는“포도나

무 열매”(마태복음 26:29)에서 짠 음료로, 농도가 낮고 달콤한 포도주( 개,

발효되지 않은)로서 매일 먹는 주식 중 하나로 빵과 함께 먹는 것”이라고 기

록했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136)

1. 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을 미쳤는가?(11절 참조)

2. 그분이 행하신 것을 통해 그들(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1. 요한복음 2장 13~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 많은 사

람들이 화를 냈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건물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는가?

3. 하나님의 집에 해 더 경건을 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열거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성전”은 무엇인가?(보충 설명을

위해 마태복음 27장 62~64절을 참조한다.)

요한복음3장

“거듭나야하겠다”

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 그분은 나를 아시는가? 또는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분은 내게 무엇

을 시키실 것인가? 천국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이런 의문을 가졌

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예

수님이 그에게 가르치신 것을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을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바람에

해 설명하는 것에 비유하셨다. 

Firkins 통 (6절) — 한 통은 34리

터 가량 들어간다. 그러므로 각각의

돌항아리는 68리터에서 102리터가

담겨진다.

Bare 갖다 주라 (8절) — 갖다 주라

Manifested forth 나타내시매(11

절) — 보이시매

Scourge 채찍 (15절) — 채찍

Hence 여기서 (16절) — 여기로부

터

삼 일 만에 일으킨 성전

Listeth 그 소리는 들어도 (8절) —

알고 싶어도, 택하여도

Master 선생 (10절) — 선생

Lest 함이요 (20절) — 두려워 함이

요

Reproved 드러날까 (20절) — 정

죄 받을까, 잘못이 알려질까

Tarried 유하시며 (22절) — 머무

르시며

Purifying 정결예식 (25절) — 침

례와 기타 씻음의 의식

쿰란 결례 탕

By measure 한량 (34절) — 조그

만 양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움직임을 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한다.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그것이 존재함을 안다.

그것은 부드러울 수도 있고 매우 강할 수도 있다.

성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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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 장 에 매단 뱀은 구주를 상징한다. 단지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육체적, 적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하고 활동 나~라 중 한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요한복음 3:5

1. 요한복음 3장 2절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하나님으로부터”오셨

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2. 예수님은 더 확실히“볼 수”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 하셨는가?

3.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 주는 그의 말은 어떤 것인가? 

4.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말 하신 두 가지 종류의 침례를 설명하

는 성구를 최소한 두 개 찾는다. 

5. 니고데모가 왜“밤에”(2절) 예수님을 찾아 왔다고 생각하는가?

6. 요한복음 19장 38~40절을 읽는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믿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요한복음 3장 16~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2.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3.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했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빛과 어둠

1.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21절에서 가르치신 원리를 설명해 주는 진

리의 말 을 자연스러운 말로 최소한 두 가지를 적는다. 

2. 각 말 이 어떻게 참된지에 관한 예를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든다. (예를 들 때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위 한 선지자의 교훈

요한복음 3장 25~33절에 침례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지도자, 교사, 선

교사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지 교훈들을 열거한다. 해당되는 구절들도 적

는다.

요한복음4장

우물가의여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지방을 지나

갔다. (지도 참조) 사마리아인들과 유 인들은 서로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유 인은 사마리아인을“부정한”사람으로 여겼다. 심지어 유 인은 사마리

아를 피해 가기 위해 때때로 하루나 이틀을 더 여행하기도 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그러한 전통에 관해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써 가르치신

것을 숙고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바꾸어 놓은 이 장의 중요한 부분

들을 주목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12 —“우리 조상(Father) 야곱”

사마리아인과 유 인은 둘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의 후손이다.

아버지(Father)는“선조”또는 조상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4:22 —“구원이 유 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봉한 유 인의 종교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

라고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다. 한때는 유 인의 종교가 구원의 의식, 교리, 강령

등을 포함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변경시켰다. 예수님이야말로 모계 혈통으

로 유 인이었으며, 구원을 가져온 이는 바로 그분이었다. 예수라는 이름은“구

원”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이시니”

우리는 경전의 다른 구절과 특히 현 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은 부활하여

광스럽게 된 살과 뼈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창세기 1:26~27;

누가복음 24:39;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이 구절의

의미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지 주목한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4:26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의 두 가지를 한다.

점진적인 개심

요한복음 4장 5~42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야, 곧 그

리스도라는 간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9, 11, 15, 19, 2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 는지

열거한다.

2. 그녀가 예수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며 그에 관해 더 알아가면서 그녀는 예

수님을 뭐라고 불 는가? 

3.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난 후 그녀는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28~30, 39~42절 참조)

4.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관해 쓴다. 왜 간증이 자랐다고 생각

하는지에 관해서도 적는다.

선교사 되기

요한복음 4장 24절은“하나님은 이시니”라고 적혀 있다. 만약 하나님이 육

신을 갖고 계시다고 가르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도자가 있다면 어

떻게 말해 주겠는가? 여러분의 답에 적어도 두 개의 성구를 사용한다. 

일지 쓰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본다. 그 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에

해 일지에 적는다. 예수님이 31~38절에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에 관한 것

을 포함시킨다. 약간 분명하지 않은 교훈들도 포함시키려 노력한다. 

요한복음5장

“나는내아버지의이름으로왔으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지(요한복음 4장 참조) 약 1

년 뒤, 유월절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다. 예

수님이 예루살렘을 두 번 방문하시는 사이에 행하셨던 일은 마태복음

5~11장과 누가복음 6~8장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

서 두 번째 유월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이 말 하시고 행하신 것에

관한 기사로 시작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5장

해 (지중해)

갈릴리

나사렛

베리아

사마리아

수가

예루살렘

유다
사해

요
단

갈릴리 바다

Sixth hour 여섯 시쯤 (6절) — 정오

즈음

Draw water 물을 길으러 (7절) —

우물에 물을 길으러

Perceive 보니 (19절) — 보니, 알거

니와

Messias 메시야 (25절) — 메시야

(요한복음 1장 41절의“경전을 이해

함”76쪽 참조)

Upon this 이 때에 (27절) — 이때에

Meat 양식 (32절) — 음식 (경전에서

meat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음식”을

뜻한다. 우리가 meat라고 부르는 것

은 개 고기를 뜻한다.)

Ought 것 (33절) — 어떤 것

Reapeth 거두는 (36절) — 수확하는

Besought 청하니 (40, 47절) — 요

청하니

Ere 전에 (49절) — 전에

Amend 낫기 (52절) — 낫기

Seventh hour 제 일곱 시 (52절) —

오후 한 시 경

Impotent folk 병자 (3절) — 기력

이 없는 사람들

Halt 다리저는 (3절) — 절름발이

Withered 혈기마른자(3절) —손

과발을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는자

Infirmity 병자 (5절) — 병자, 또는

장애인

Whole 낫다 (6, 9, 11, 14~15

절) — 건강해지다

Conveyed himself away 피하셨

음이라 (13절) — 은 히 다른 곳

으로 가셨음이라

Committed 맡기셨으니 (22절) —

권세를 주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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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5:4 —“천사가 …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가끔씩 솟아나는 샘에서 유래된 듯하다. 전설에 따르

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샘물을 솟게 한다는 것과 그 물이“움직인”

후에, 또는 물결이 생긴 후에 누구든지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

다고 한다. 이것은 단지 미신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의 문제에 한 손쉬운 해결책을 바랐

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다 해 보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한복음 5:25, 28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을 받을 옥의 들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

(시편 88:10; 이사야 24:22; 61:1 참조) 요한복음 5장 25, 28절에 기록된

로 예수님은 그가 곧 그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공언하셨다. 그분이 십자

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의 세계로 갔을 때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교리와 성약

138:11~22, 29~35)

요한복음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조셉 스미스는 성경을 감을 받아 개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5

장29절의 의미에 관해서 질문했다. 응답으로 그는 지금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

록되어 있는 시현을 보게 되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5장을 공부할 때 다음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기적에서 얻는 교훈

신약에 기록된 부분의 기적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기적을 경

험한 사람들이 행하고 말한 것에서 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다. 다음 질문들

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1~16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

지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다. 

1. 예수님이왜그남자를고치기로선택하셨다고생각하는가? (5~6절참조)

2.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3. 그 사람은 죄진 모든 이들과 어떻게 같은가?

4.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말 하시고 행하신 것은 죄짓고 회개한 모든 이

들을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하실 일과 어떻게 비슷한가?

5.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진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 하셨는가? (14절 참조)

6. 그 사람이 유 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생각하여 적어본다. (15절)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1. 요한복음 5장 17~4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해 가르

치신 진리를 열거한다.

2. 예수님이가르치신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유는무엇인가?

3. 이 가르침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요한복음6장

생명의떡, 예수그리스도

왜 육신뿐만 아니라 도 양육이 필요한가? 이전 복음서들에서 여러분은 예

수님이 단지 몇 조각의 떡으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에 관해 읽었다. 요한복

음 6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관해 더 배울 것이다. 특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신 의 양식에 한 사람들의 태도에 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육의 양식에 한 사람들의 태도에 해 배울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간증하셨

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한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6:1~14 —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0~44;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5~21 — 마태복음 14:22~33; 마가복음 6:52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6장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왕 선택하기

1. 따르는 큰 무리가 구주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다. (요한복음 6:15

참조) 요한복음 6장 5~14, 24~26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를 왜 그들

의 왕으로 삼고 싶어했는가?

80

Pennyworth 데나리온 (7절) — 노

동자의 하루 품삯

Even 저물매 (16절) — 저녁

Five and twenty or thirty

furlongs 십여 리 (19절) — 5 내

지 6.5 킬로미터

Took shipping 배들을 타고 (24

절) — 배들을 타고

Murmured, murmur 수군거려

(41, 43, 61절) — 불평하여

Strove 다투어 (52절) — 언쟁하여

Quickeneth 살리는 것 (63절) —

생명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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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

기를 바라야 하는가?

3.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가?

비교하기

아래와 같이 도표를 그린다. 요한복음 6장 22~27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들을 찾아 표를 채운다.

생명의 떡

집에서 만든 따뜻한 떡을 먹어 본 적이 있다면 그 맛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는지 생각해 본다. 요한복음 6장 48~59

절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적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생각한

다.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51~58절에 따르면 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

하신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2. 이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성찬 의식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어

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불편한 메시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브리검 학교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예수님에

게 삶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받들 때 여러분과 저도 자주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 했

다.(“The Inconvenient Messiah,”Brigham Young University

1981~19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 77쪽; “불편을 겪으신 메

시야”, 제프리 알 홀런드, 성도의 벗, 1989년 3월호, 19~24쪽) 요한복음

6장 60~71절을 읽고 다음을 설명한다. 

1. 어떻게 예수님의 교리가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불편한”것이 되는가?

2.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따르도록 힘을 준 것은 무

엇인가?

3.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무

엇을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7장

예수님께서예루살렘에서간증하시다

요한복음 7장의 사건들은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이 명절은

주님께서 모세 시 이후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절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 의식 또는 의례를 지켜야 한다. 예수님 시

에 지켜야 했던 의식 중 하나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의 성소에 붓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백성들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브루스 알 맥콩키, The Mortal Messiah, 3:123 참

조) 요한복음 7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간증하신 많은 것들과 함

께 이 상징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그분의 가르침에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1, 13, 15, 35, 45~48 —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 인들은 누구인

가?

유 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요한복음 6:2 참조) 그를 죽이려 했

던 유 인들은 유 종교 지도자들,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이 안

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문자 그 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

문에 그들은 화가 났다.(요한복음 5:16~18 참조)

요한복음 7:6~9, 30, 33; 8:20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 거니와”

예수님은 지상 생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또한 성

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셨다. 하늘 아버지는 그가 보내진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9

장 4절에 따르면 구주께서는“그때는 내가 나의 사업을 마칠 때 오리라.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라.”라고 간증하셨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밑줄 긋기

혼자라는 느낌 또는 모두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가져 본 적

이 있는가? 요한복음 7장 1~13절을 읽고 예수님이 그러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은 상황을 찾아본다.

1. 유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여 주는 구절

들을 열거한다.

2. 요한복음 7장 5절의 상황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느낌을 갖도록 향을 미

쳤을지 말해 본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을 미쳤겠는가?

성구 익히기 — 요한복음 7:17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다. “여러

분의 선택의지, 즉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은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25쪽)

썩는“양식” 생하도록 있는“양식”

Jewry 유 (1절) — 유

Every whit 전신을 (23절) — 완전

히

Whence 어디서 (27~28절) — 어디

서

Thither 곳 (36절) —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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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 장로의 말 은 요한복음 7장 17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

이 되는가?

요한복음8장

“내가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의 사건들은 요한복음 7장과 동일한 초막절 기간에 일어났다.

이 명절의 또 하나의 상징적 활동은 성전에 많은 촛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것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가 누구인지 간증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과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빛과 같으며, 어둠이 어떻게 죄와 불신앙을 적절

하게 상징하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11 —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는가?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이렇게 가

르쳤다. “그분은 그녀에게‘가서 다시

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죄지은 여인에게 악한 생활을

버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말며, 생활을

바꾸라고 지시하신 것이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89쪽)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그 여인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광을 돌렸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조셉 스미스 역 성

경, 요한복음 8:11)

요한복음 8:58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I AM)”

“내가 있느니라(=스스로 있는 자; I AM)”는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계시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출애굽기 3:4 참조) 그렇게 말 하심으로써, 주님은 그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며 약속된 메시야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유 인들은

그러한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고“돌을 들어 [그를] 치려”했다.(요한복음 8:59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세 가지를 한다.

인생은 공평한가?

요한복음 8장 1~11절을 읽고 이 이야기에서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을 열거한

다. 공평하게 보이는 것도 따로 열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공평”하게 할 권능을 가지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다. 

빛을 들어 올리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본다. 촛

불을 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표시하고 제3

니파이 18장 24절과 전후 참조한다.

빛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빛을“들어

올릴 수”있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말하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34절에서 자유와 속박에 관해 매우 중요한 말

을 두 가지 하셨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참되다고 말 하신 것

과는 반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참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모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그의 가르침 로

살아 왔다면 그의 말 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한복음 7:17 참조)

1.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 하신 것이 지혜의 말 , 순결의 법,

또는 기타 계명 가운데 한 가지와 관련하여 어떻게 참된지 예를 든다. 

2.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가 하신 말 이 위의 계명과 관련하여 어떻게

참된지 예를 든다. 

이야기 쓰기

요한복음 8장 48~59절을 읽으면서 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

고 비난하 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하셨는지 찾아본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을 때“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거룩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 했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49쪽)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로 누구

인지 아신 것이, 어떻게 혹독한 박해에 맞설 용기를 갖게 해주었는지 간단하

게 로 쓴다. 

요한복음9장

태어날때부터맹인된사람과예수님

한밤 중에 전등도 없이 길을 잃어 본 적이 있는가?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

하겠는가? 주님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분

은 그의 사명의 권능을 상징하는, 문자 그 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Whence I came 내가 어디서 오며

(14절) — 내가 어디서 오며

Whither 어디로 (14, 21~22절)

— 어디로

Treasury 헌금함 (20절) — 제물을

놓는 장소

Abraham s seed 아브라함의 자손

(33, 37절) — 아브라함의 후손

Born of fornication 음란한 데서

나지 (41절) — 혼외 관계에서 태어

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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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을 뜨게 하셨다.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세상의 빛”이 자신들 위에

비추고 있음에도 어둠만 보는 사람들의 관습들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9장

Reviled 욕하여 (28절) — 욕하여

요한복음 9:1~3, 34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오늘날에도 다소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더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

유가 죄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누가복음 13:1~5) 유 인들이 그에

게 맹인이 된 것이 그가 지은 죄의 결과냐고 물은 것을 보면, 그들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전세를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궁금해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 하셨다.

요한복음 9:22, 34 —“출교 하기로”

출교된 사람(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은 많은 권리, 특권, 교제 활동을 잃었다. 그들

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에서부터 사회적 교제, 종교적 가르침까지 모두 거부

당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시련의 목적

1.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 하신 것에 따르면 왜 그 사람은 맹

인으로 태어났는가?

2. 주님의 답은 사람들의 장애에 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1. 종이 한 장에 세 칸을 만들고“바리새인”, “부모”, “맹인”이라고 제목을 붙

인다. 각 제목 아래 이들의 적인 맹인 상태 또는 적인 시력 상태를 보

여 주는 단어나 구절을 요한복음 9장 13~38절에서 찾아 쓴다.

2. 신체적으로 맹인인 것은 흔히 이 생에서 힘든 장애로 생각된다. 이와 마찬

가지로 어떻게 적 맹인 상태가 장애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10장

선한목자

예수님 시 에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선한 목자들인

지는 그들의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참된 목자는 양

들을 뒤에서 몰지 않고 앞에서 걸으면서 인도하곤 했다. 많은 목자들은 그들

의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단순히 양을 돌보기 위

해 고용된 사람과는 달리,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소유했으며, 그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도 무릅썼다. 양들은 그러한 선한 목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그에게로 왔고,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았

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한 그의

지도력에 해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양과 목자에 관한 이 유명한 말 을 사

용하셨는지 읽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은 또한 예수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를

비난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말 하신 것을 설명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0장

Sheepfold 양의 우리 (1절) — 양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싼 곳

Porter 문지기 (3절) — 문을 지키고

열어 주는 사람

Putteth forth 다 내놓은 (4절) —

양의 우리에서 꺼내어 놓은

Parable 비유 (6절) — 의미를 가진

이야기 (마태복음 13장의 소개 22쪽

참조)

양의 우리



84

요한복음 10:22 — 수전절

이 잔치는 기원전 167년에 전쟁에서 유 인들의 한 무리가 그들의 성전을 그리

스로부터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중에 8일 동안 열렸다. 이 성전은 희

랍인들에 의해 정복되었고 더럽혀졌다. 유 인들은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재헌

납했다. 오늘날 이 잔치는 빛의 잔치, 또는 하누카로 알려져 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상징에 해 더 잘 이해함

요한복음 10장 6~18, 25~29절에서 예수님은 1~5절의 비유에서 의미하신

것의 일부를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가지가 그를 나타낸다고

말 하셨다.(7, 11절 참조) 이는 그 둘 모두가 그의 사명의 일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1. 예수님을 문으로 상징한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니파이후서 9장 41~42

절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2. 요한복음 10장에 쓰여진 것을 기초로 하면,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위

해 하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과 어떻게 비슷한가?

3. 요한복음 10장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양의 특성에 해 가르치는 구절들을

표시하고 열거한다.

4. 모사이야서 5장 10~13절이 양에 해 특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방법에 해 무

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구 익히기 — 요한복음 10:16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언급된“다른 양”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제3니파이

15장 11~24절과 16장 1~3절을 읽는다. 그것을 공책에 기록한다. 여러분

의 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 옆의 공백에 그들이 누구인지 적어둔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요한복음 10장 22~39절에서 일부 유 인들이 예수님께 그가 그리스도이거

든 밝히 말하라고 요청한 것이 나온다. 그분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말 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며 그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답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1.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기 위해 어떤 말 을 하셨는가? (25,

37~38절 참조)

2.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는가?  

3.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공격하는 사람을 할 때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모범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11장

나사로가죽음에서일어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시는 일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고 말 하셨다.(25, 32, 37~38절 참조) 요한복음 11

장에 기록된 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은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는 예수가 사실 그들의 메시야라는 증거를 확인하는 가장 훌륭한 기회 을 것

이다. 예수님의 지상 성역의 끝이 다가올 때 행한 이 기적은 그의 신분과 권

능에 한 훌륭한 증거 다.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동정심도 보여 준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이 기적

이 유 지도자들에게 미친 향을 주목한다.

Pasture 꼴 (9절) — 풀이 있는 들판

(이 문맥에서는 구주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적 양식의 꼴을 이

야기하고 있다.)

More abundantly 더 풍성히 (10

절) — 더 완전하게

Hireling 삯꾼 (12~13절) — 양을

지키도록 고용된 사람

Division 분쟁 (19절) — 언쟁, 분쟁

Pluck 빼앗을 (28~29절) — 빼앗

을, 가져갈

Blasphemy 모독으로 인함 (33절)

— 신성한 것을 매우 불경스럽거나,

놀리거나, 가볍게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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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55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신성한 유월절 음식과 희생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들은 의례적으로

자신을 씻는 특정한 관습을 따랐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은 것이나 불결한 것

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수년 동안 유 지도자들에 의해 자리잡게 된 기타 규

칙들을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방법의 씻음 의식을 따랐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 할 때 그들의 위선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에 목마를

때조차도 그들은“불결하게”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 다.(요한복음 18:28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문장 완성하기

공책에 나사로의 이야기에 한 다음 문장들을 적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은

내용을 토 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문장을 완성한다. 

1.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2.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이틀을 기다리셨다. 왜냐하면

3.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나사로는

4. 마르다는 을 믿었다.

5. 예수님은 때문에 우셨다.

6.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드렸다. 왜냐하면

7.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 많은 유 인들이

그러나 어떤 유 인들은

8. 이 이야기에서 내게 가장 감명 깊은 것은

보도 자료 쓰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에 한 유 지도자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11장 47~54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고

상상하고 다음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사용한다.

1. 로마 신문이 예수님과 그의 성역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가야바에

게 물었다면 그가 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쓴다. 

2. 가야바가 로마인들이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 언어로 된 지역 신

문에는 뭐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가야바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가야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강한 간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여러분 나이 또래의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

지 현 의 예를 든다.

요한복음12장

예수님이 중에게하신마지막간증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 에 살아서 요한복음 1~11장에서 읽은 것들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간증이 얼마나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의 거의 모든 장들은 예수님에 한 간증이 커지는 이유뿐 아니라 그 간증

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도 예외가 아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것, 그리고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이 행한 것에 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한다.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12:17 — 마태복음 26:6~13; 마가복음 14:39

요한복음 12:12~19 — 마태복음 2:1~11; 마가복음 11:1~11; 누가복음

19:28~40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 14~19 —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떤 의

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21:1~11. “경전을 이해함”(29쪽)을 참조한다.

요한복음 12:25~26 —“우리는 정말 우리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가?”

이 구절의 권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잃는”경우에 주셨던 권고와

흡사하다.(예를 들면, 마태복음 16:24~26 참조) 모사이야서 3장 19절에서 우

리는“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배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26절에서 약속하신 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적이 되는 삶의 본성

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12:31 —“세상의 임금”

이 구절은 사탄, 즉 악마를 일컫는 것이다. 그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큰 권능과

광을 누리며 자신을 다스릴 권능을 사탄에게 준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우리에게 그가 심판의 때에는 자신의

권능을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다. 

Fifteen furlongs off 오 리 (18절)

— 2,800미터쯤 떨어진

Expedient 유익한 (50절) — 필요

한, 마땅한

Ointment of spikenard 향유 곧

순전한 나드 (3절) — 향내 나는 크림

Odour 냄새 (3절) — 냄새, 향기

Three hundred pence 삼백 데나리

온 (5절) — 보통 노동자의 일년 임금

Consulted 모의하니 (10절) — 서로

상의하니

Hosanna 호산나 (13절) —“지금 구

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찬양의 외

침 소리

Perceive 보라 (19절) — 이해하라

Prevail 하는 일 (19 절) — 성취하다

Abideth alone 그 로 있고 (24절)

— 그 로 남아 있고

Esaias 이사야 (38~39절) —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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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예수님에 한 서로 다른 태도

1. 공책에 다음 사람들을 열거한다. 마리아(요한복음 12:1~8 참조), 유다

(1~8절 참조), 나무 가지를 들고 온 사람들(12~18절 참조), 희랍인들

(20~22절 참조), 제사들과 관원들(10~11, 42~43절) 요한복음 12장

의 내용을 기초로, 그들이 예수님에 해 어떻게 느꼈겠는지 생각하면서

쓴다.

2. 예수 그리스도에 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의 생활에서

지금 따르고 있는 의로운 원리 두세 가지를 설명한다.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내가 있느니라”라는 구절은 유 인들

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요한복음 8:58 “경전을 이해함”(82쪽) 참조) 요

한은“내가 있느니라”라는 말 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그의 사명

이 무엇인지에 해 간증하고자 선택했던 특별한 경우에 해 많이 기록했다.

요한복음 6:35, 41, 51; 8:12, (12:46); 10:7, 9, 11, 14; 11:25;

14:6; 15:1, 5를 읽고 사명을 열거한다. 각 성구를 참조한 뒤, 그것이 우리

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하여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다. 

요한복음13장

“서로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속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 저녁에

일어났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행하고 말 하신 것에 한 요한의 간증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된다. 예수님은 무슨 일

이 일어날지 아셨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가르침들을 주셨다. 그 시 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 은 현 의 제자들

에게도 적용된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13:18~30 — 마태복음 26:21~25; 마가복음 14:18~21; 누가

복음 22:21~23

요한복음 13:36~38 — 마태복음 26:33~35; 마가복음 14:29~31; 누가

복음 22:31~34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25 —“예수의 가슴에 그 로 의지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사람들은 팔꿈치로 기 거나 상에서 떨어져 있는 발

베개에 발을 올려 놓은 채로 땅바닥에서 음식을 먹었다.(첨부 그림 참조) 오른 손

으로 먹을 수 있도록 왼쪽으로 기 는 것이 통례 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머리를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13:34~35 — 새 계명

구약에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레위기

19:18 참조) 그러나 이 새 계명은“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한복음

13:34)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속죄를 통해 보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신 방법은 깊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타인의

적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

쳤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며, 더욱 부드럽고, 더욱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내기를 더욱 더디하고, 돕는 데는 더욱 민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정의

손을 내 고 복수의 손은 저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

한 사랑과 거짓 없는 자비와 동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고통을 나누

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

다.”(하워드 더블류 헌터, “제일 좋은 길”,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1쪽)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Girded himself 허리에 두르시고

(4절) — 허리에 매시고

Needeth not save to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10절) — 발만 씻

으면 되는니라

Clean every whit 온 몸이 깨끗하

니라 (10절) — 완전히 깨끗하니라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내

게 발꿈치를 들었다 (18절) — 배반

하거나 등을 돌렸다는 것을 상징적으

로 한 말

Beckoned 머릿짓을 하여 (24절) —

고개를 끄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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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한복음 13장 1~17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세상

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도력과는 다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

치신 지도력에 관해 적는다. 

2.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나 경전 인물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

에게 가르치신 방법 로 행한 예를 찾아 적는다. 

참된 시험

1.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

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말 하신 바에 따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상황에 어떻게 응해야 할

지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언한다.

ㄱ.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며 농담이나 놀림의 상이

되는 옷차림을 하기 때문이다. 

ㄴ. 교회에서 새로 온 사람을 보았다.

요한복음14장

“너희가나를사랑하면
나의계명을지키리라”

여러분이 만약 며칠 또는 몇 시간 내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걱정하겠는가, 아니면 뒤

에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겠는가? 요한복음 14~16장은 고통과 죽음이 이

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여러

분을 남겨 놓고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걱정했겠는

가? 다음 몇 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위안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웠는지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구절을“내 아버지의 왕국에는 많은 왕국들이 있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50쪽)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14:6 —“내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

다. 그는 또한“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베드로전서 2:21)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 생의 길은 주님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의“길”을 따르라는 말 을 받았다. (사도행전

9:2; 16:17; 18:25~26 참조)

“해의 왕국에 이르는 길은 일방 통행입니

다. 경전을 상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일방

통행의 고속도로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

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93년 4월, 13쪽;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엘 라이오넬 켄드

릭,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13쪽) 

요한복음 14:16~26 — 두 명의 보혜사는 누구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한) 성신 곧

첫 번째 보혜사를 받은 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를 갈구하며 하나님

의 말 로 생활한다면 … 이제 그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다른 보

혜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 자, 이 다른 보혜사란 누구입니

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0~151

쪽)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나를 한 다음, 다른 활동 가 또는 나를 한

다.

나는 어느 길로 가는가?

1.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는가?

그들은 거기에 어떻게 갔는가? (제3니파이 18:24 참조)

2.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에 해 깊이 생각한다. 계속 그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두세 가지 원리를 적는다. 

성구 익히기 — 요한복음 14:15

1. 구주에 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계명 두 가

지를 말한다. 

2.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약

속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4:16~21 참조)

마음의 근심에 한 처방

1. 요한복음 14장 1, 2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

신 것은 무엇인가?

2.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들이 그러한 상태를 피하도

록 도와주었던 것을 세 가지 이상 적는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Wither 어디로 (4~5절) — 어디로

Sufficeth 족하겠나이다 (8절) — 만

족하겠나이다.

Abode 번역 안되어 있음 (23절) —

가정

Prince of this world 세상의 임금

(30절) — 사탄 (요한복음 12:31

“경전을 이해함”(85쪽) 참조)

일방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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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15장

참포도나무인예수님

전기용품이나 연장은 전원에 플러그

를 꽂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비슷한

개념을 가르치는 비유를 말 하셨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왜 구주

의 생명, 빛, 권능에“플러그를 꽂아

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3 — 어떻게“말 ”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말 ”은 그의 계명을 포함한 그분의 복음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놀라운 권능,

즉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이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6년 10월, 98쪽;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2쪽 참조)

요한복음 15:22~24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율법을 깨뜨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몰몬경

의 선지자 야곱은“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니파이후서 9:25)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구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해“핑계”

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으며 그들이 받은 말 로 생활하지 않으면 그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교리와 성약 82:3~4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그림 그리기

1. 가지 하나가 부러진 나무를 그린다. 나무에 가지가 잘려 나간 부분을 그린

다. 

2.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3. 그 가지에 달린 열매는 어떻게 되겠는가?

4. 나무에 달려 있는 건강한 가지들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과일을 많이

맺는 주님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써 놓는

다.(요한복음 15:2~8, 16)

만일 … 한다면 (If)

요한복음 15장 6~20절에는 예수님이“… 면”이라는 조건절을 사용하신 말

여덟 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조건절들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여덟 개의 조건절을

각각 그 결과와 함께 기록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인가, 세상의 친구인가?

요한복음 15장 9~14절을 요한복음 15장 18~19, 23~25절과 비교하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더 큰 사랑은 무엇이며, 그것이 진실한 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왜 세상 또는“세상에 속한”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가?

2.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선교사 일지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 이른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

반자가 한 가족에게 침례에 해 가르쳤다고 가정해 본다. 그 가족 중 한 사

람이 그들의 성직자에게서 침수에 의한 침례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어떤

성직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합당한 권세에 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일지에 작성한다.

요한복음16장

성신의사명

부모님과 헤어져서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기분이 어떠했는

가? 예수님은 그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곳에 제자들을 남겨 두고 곧 죽

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을 혼자 남겨 두지 않을 것이며 그들

과 함께 하도록 성신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으

면서 시련의 때에 성신이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을 특별히 살펴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6장

Husbandman 농부 (1절) — 정

원사

Abide 거하다 (4~7, 10절) — 계

속하다

Cast forth 버리고 (2절) — 잘라

내어

Prince of this world 세상의 임금

(11절) — 사탄 (요한복음 12:31 “경

전을 이해함”(85쪽) 참조)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 (13절)

— 성신

Travail 해산 (21절) — 아이를 낳는

고통

Hitherto 지금까지는 (24절) — 지금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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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6:12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성실성은 구원을 얻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도를 죽이는 사람들도 순교자가 되는 사람만큼 성실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독실하게 거짓말을 믿을 수 있다. 고

나 현 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요한 것은 진리, 하나님

께서 주신 순수한 진리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752)

요한복음 16: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이사도인제프리알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는세상, 즉

우리의세상을이기셨고, 이 생에서는 평화를, 다가올 세상에서는 승 을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를 믿는 신앙을 갖고항상그를

따르는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길 안에서, 그리고 그의 빛에 의해걸으라

고명하실때, 그것은그분이 우리 앞에서 이 길을 걸으시고, 이 생에서의여행이

안전하도록만드셨기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7년 10월, 89쪽; “주

리는자들을좋은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66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

을 이길 것이다. (교리와 성약 63:47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해독제를 얻다

해독제는 나쁜 것이 퍼지는 효과를 완화시키거나 중화시킨다. 예를 들면, 독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먹을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의 을 동반하는 것은 나약함, 굶주림, 두려

움, 기타 인생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모든 것에 한 해독제이다.”

(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115~116쪽)

1.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에 관해 경고하셨는

가?

2.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성신은 어떻게 적인 해독제가 될

수 있는가?

3. 어떻게 성신은 인생에서 여러분을 압도하는 나쁜 것들에 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가?

어머니와 인터뷰하기

1. 여러분의 어머니(또는 다른 사람

의 어머니)에게 다음 질문에 답

하도록 부탁한다. 

ㄱ. 이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면서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가?

ㄴ. 그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떤

느낌을 경험했는가?

ㄷ. 그 느낌은 희생, 어려움, 고통

에 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

2. 요한복음 16장 19~22절에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무엇에 비교하셨

는지, 또 약속된 기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4. 여러분이 구주를 다시 볼 때 어떤 느낌을 갖기 바라는지 설명한다. 

요한복음17장

“이것이 생이니이다”

예수님은겟세마네로가시기바로전에마지막으로위 한중재의기도라고

알려진기도를하셨다. 이런이름이붙여진이유는구주께서아버지께그의

제자들과그들의말을믿는모든사람들을위해서기도드렸기때문이다. 데

이비드오맥케이회장은“성경에서이보다더중요한장은없습니다”라고간

증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 5쪽) 요한복음17장을읽고왜

맥케이회장에게이장이그렇게중요했는지숙고해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11~17 — 어떻게“세상에 있으나”“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있는가? 

사도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 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삶의 눈

보라와 사탄의 불화살을 피하여 외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 있는 죄악과 부패와 부딪치고 그것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

미합니다.”(Conference Report, 1993년 4월, 84쪽; “ 적으로 강건한 가정과

가족들”,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68쪽)

요한복음 17:12 —“멸망의 자식”은 누구인가?

주님께서 그분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일컬어 하신 말 이다. 멸망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교리와 성약 76:25~27 참조) 악을 행하기를 택한 사람은“악마의 자

식이 [된다].”(앨마서 5:38~41)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요한복음 17:3

하나님이 사는 삶과 같은 생을 얻는 것이 부분의 후기 성도들의 목적

이다. 

1.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아는 것”과 그저 그분에“ 해 아는 것”의 차이점

을 설명한다.

Before the world wa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

세 전에, 창세 전부터 (5, 24절) —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Manifested 나타내었나이다 (6절)

— 알게 하 나이다

Sanctify them 그들을 거룩하게 하

옵소서 (17, 19절) — 그들을 거룩하

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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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1서 2장 3~6절을 상호 참조해도 좋다. 요한1

서 2장 3~6절과 기타 다른 성구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분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한다.

3. 우리가 그분들처럼 되는 것이 어떻게 그분들을 좀 더 잘 알게 도와주는지

설명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9~11절과 요한복음 17장 20~23절을 읽고 비교한 뒤 다음

을 한다. 

1. 각 참조 성구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셨는지 확인한다. 

2. 교리와 성약 38편 27절을 읽고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중요성에 무엇을

더해 주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3. 교리와 성약 88편 67~68절을 읽고, “전념하여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

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그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올 축복들

을 설명한다. 

친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고 상상한다. 몇 달 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에게 편지를 받았다. 이 친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바

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1~17절에서 구주께

서 하신 기도 중 그 친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시킬 내용을 최소한 두

가지를 골라 나열한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설

명한다. 

요한복음18장

예수님이배반당하고체포되시다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에 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예수님의 체포,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베드로

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요한복음은 또한 안

나스 앞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이다.(요한복음

18:19~24 참조) 예수님의 자유와 생명이 빼앗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분은“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요한복음 18:4)고 간증했다. 요

한의 간증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마음 속으로 그 사건들을 그려 본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하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

었겠는지 생각해 본다.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18:1~16 — 마태복음 26:47~58; 마가복음 14:43~54; 누가복

음 22:47~55

요한복음 18:17~18, 25~27 — 마태복음 26:69~75; 마가복음

14:66~72; 누가복음 22:56~62

요한복음 18:28~38 — 마태복음 27:2, 11~14; 마가복음 15:1~5; 누가

복음 23:1~7

요한복음 18:39~40 — 마태복음 27:15~23; 마가복음 15:6~14; 누가복

음 23:13~22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2~13 — 유다가 군 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큰 무리”가 유다를 따라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갔

다고 말한 반면, 요한만은“아랫사람들”이라고 기록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는 이렇게 말 했다. “아랫사람들은 한 명의 장을 머리로 육백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 이다. 로마 지배자들은 유월절 주간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

고자 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781) 

요한복음 18:39~40 — 바라바

누가복음 23:18 “경전을 이해함”(73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8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를 한다.

신문 기사 작성

한 지역 신문의 기자가 되어 요한복음 18장 1~13절을 읽는다. 다음 질문들

을 사용하여 뉴스 기사를 작성한다. 

1.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제목을 붙일 것인가?

2. 구주는 어떤 방식으로 그 상황을 다스렸는가?

3. 여러분은 독자들이 이 사건에 해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가?

요한복음19장

예수그리스도께서목숨을버리시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구주의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유 인

Resorted, resort 모이는 (2, 20절)

— 만나는

Expedient 유익하다 (14절) — 필요

하다

Kinsman 친척 (26절) — 친척

Cock 닭 (27절) — 닭

Malefactor 행악자 (30절)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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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며 조롱했다. 빌라도가 유 지도자들 앞

에서 구주를 채찍질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없이 하소서 … 그를 십

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한계시록 19:16)로써 다시 오실 것이며 사망, 슬픔, 고통을

씻어 없애실 것이다.(요한계시록 21:4 참조) 요한복음 19장의 극적이고 감

동적인 사건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해 본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모욕과 억울함을 용납하셨는가? 이것은 사랑에 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요한복음 19장의 기사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19:1~24 — 마태복음 27:27~36; 마가복음 15:16~24; 누가복

음 23:23~34

요한복음 19:28~30 — 마태복음 27:46~29; 마가복음 15:34~37; 누가

복음 23:46

요한복음 19:38~42 — 마태복음 27:57~61; 마가복음 15:42~47; 누가

복음 23:50~56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1 —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게 하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채찍질은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가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형벌을 가하는 기구는 금속이 박히고 울퉁불퉁한 마디

가 있는 여러 갈래의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다.”(예수 그리스도,

638~639쪽)

요한복음 19:6~30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점점 더해 가는 고통을 느끼며 보통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산다. 참으로 잔인하

게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예민한 신경과 떨리는 힘줄을 파괴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다. 혹심하고 끊임없는 고통으로 야기된 극도의 피로, 뒤틀

리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말미암은 국부적인 염증, 신체 기관의 응집 현상을 겪

은 후에야 안식을 주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655쪽)

요한복음 19:31~37 —“그들의 다리를 꺾어”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유 인의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 인의 율법은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내리는 일과 안식일 동안 십자가에 시체가 매

달려 있는 것을 금했다. 유 지도자들의 요구 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죽

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

으므로“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는 경전의 말 이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36; 출애굽기 12:46; 시편 34:20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19장으로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에 두 가지를 한다.

그는뭐라고말할것인가? 여러분은뭐라고말할것인가? 

요한복음 18장 28절~19장 22절에 나오는 사간들이 있은 지 수년이 지난

후 빌라도를 만났다고 상상해 본다.

1. 경전에서 읽은 것을 기초로, 그가 그 일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예

수님과 그분의 십자가형에 해 뭐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만약 그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항상 남을 사랑하기를 배움

1. 요한복음 19장 25~27절을 읽고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동안 그

분이 염려한 것 중 하나를 설명한다.

2. 이 행동은 그분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다

아리마 인요셉과니고데모는유 지도자들이었고산헤드린으로알려진지배

기구의일원이었다.(경전안내서, 요셉, 아리마 의, 218쪽참조) 두사람모두

비 리에예수그리스도의제자가되었다. 

1. 누가복음 23장 50~51절과 요한복음 7장 45~53절을 읽고 이들 각자가

Platted 엮어 (2절) — 엮어, 꼬아

Sixth hour 제육 시 (14절) — 정오

쯤

Coat 속옷 (23절) — 목에서부터 발

까지 연결된 속옷

Rend 찢지 (24절) — 찢지

Cast lots 제비 뽑기 (24절) — 승자

를 가려내는 게임

Hyssop 우슬초 (29절) — 우슬 나

무의 긴 줄기 또는 가지

Myrrh and aloes 몰약과 침향 (39

절) — 유 인들이 시체를 매장 시킬

때 사용한 향료

Sepulchre 무덤 (41~42절) — 무

덤 또는 묘지



92

예수님의 제자 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한다. 

2. 새 무덤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마태복음 27:59~60 참조)

3. 요셉과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제자의 신분에 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요한복음20장

예수그리스도의부활을믿음

구주의 지상 성역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나 빈 무덤은 그의 신성을 증

거하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한 희망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셨다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

기 위해 왜 그분을 볼 필요가 없는가? 이 장을 읽고 공부하기 전에 요한복

음 20장 31절에 나오는 요한의 간증을 숙고한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에 한 다른 기사들

요한복음 20:1~2 — 마태복음 28:1~8;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1~9

요한복음 20:3~10 — 누가복음 24:12

요한복음 20:19~23 — 마가복음 16:14; 누가복음 24:36~48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17 — 주님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동안 그의 은 어디에 있었는가?

부활하신 구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

라가지 아니하 노라”라고 말 하셨다. 그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 그의 은 어

디로 갔었는가? 베드로는“그가 또한 으로 가서 옥에 있는 들에게 선포하시

니라.”라고 가르쳤다.(베드로전서 3:18~20) 1918년 10월 3일, 조셉 에프 스

미스 회장은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현을 통해서

구주의 3일 간의 성역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교리와 성약 138편 참

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2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를 한다.

주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에 관한 지식이 세 가지 단계로 기록되어 있다. 아래 참조 성

구를 읽고 그에 따른 질문에 답하면서 이 단계들을 찾아본다.

1. 요한복음 20장 1~10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은 부활에 관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빈 무덤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빈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 다른 제자”(요한)가 믿었던 것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가? 

2.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새 증거는 무엇인가?(11~18절 참조) 이 경험은 구

주의 부활에 관한 마리아의 믿음에 어떻게 향을 미쳤는가?

3. 요한복음 20장 19~20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열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

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도마

는 부활에 관한 어떤 새 증거를 받았는가? 주께서 도마에게 부활을 믿는

것에 해 어떤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쓴다.

Napkin 수건 (7절) —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는 천

First day of the week 안식 후 첫

날 (1, 19절) — 일요일

Remit, remitted 사하면, 사하여질

(23절) — 용서하면, 용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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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21장

주님의사업을수행하라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참되다고 간증했고 예수님

이 행하신 일이 낱낱이 기록된다면“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요한복음 21:25)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 .

경전을 이해함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18~19 — 주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지 예언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생에서 그를 따르라고 하셨다.(마태복음

4:18~20 참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구주에 한 흔들리지 않는 간

증 때문에 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한다. 

요한복음 21:20~23 — 사랑받았던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계시를 통해 사랑받았던 요한이 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도록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 있게 해 달라고 주께 요청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교리와 성약 7편

참조) 요한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여러

분은 제3니파이 28장 7~22절을 읽으면 변화된 사람의 특성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 중 몇몇은 직

업이 어부 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

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

복음 21장 3~11절과 누가복음 5장

4~11절을 비교하고 다음 질문에 답

한다. 

1. 그들은 밤 동안 고기를 얼마나 잡

았는가?

2. 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을 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3.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축

복이 올 것인가?

4. 해안가로 헤엄쳐 갔던 베드로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부에서 목자로

1.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이 단어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

하셨는가? 

2. 베드로가 먹 던 양과 어린 양은 누구인가? (15~17절 참조)

2.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는가? (마태복음

26:69~75 참조)

4. 베드로는 어떻게 구주로부터 이 중요한 교훈을 잘 배웠는가? (베드로전서

5:1~4 참조)

5. 주님은 성역 초기에 베드로와 십이사도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는 것에 관해

서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 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4~15) 요한복

음 21장 18~19절을 읽고 베드로가 어떻게 참된 목자의 모범을 따랐는

지 말한다. 주님의 어린 양과 양들의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상

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Shewed 나타내셨으니 (1, 14절) —

보이셨으니

Sea of Tiberias 디베랴 호수 (1절)

— 갈릴리 바다

Have ye any meat? 너희에게 고

기가 있느냐? (5절) —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Girt 두른 (7절) — 입은

Naked 벗고 있다가 (7절) — 속옷만

입고 있다가

Two hundred cubits 오십 칸 (8

절) — 약 100야드(약 109.4m)

Girdest 띠 띠우고 (18절) — 옷을

입고

Tarry 머물게 (22~23절) — 남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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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교 사업을 할 때 같이 여행한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다. 

이 책은 사복음서와 어떻게 다른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시작한 기록의 연속이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술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그의 이

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게”(누가복음 24:47)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명령을 이행한 것을 기록했다.

두 책 모두 누가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씌어졌다.(누가복음

1:1~3; 사도행전 1:1~3 참조) 

구주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사도행전에 완전하게 기

록하지는 않았다. 누가는 주로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해 썼으며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에 관한 기록을 조금 포함시켰다. 사도행전은 신약 중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된 마지막 책이다. 나머지 책들은 그 이후로 주어진 시현과 편지들

이다. 

바울의 성역 기간은 언제 는가?

사도행전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직후에 시작해서 로마에서 옥에

갇힌 서기 60년 쯤에 끝난 바울의 성역에 관한 기록이다. 

바울은 어디로 여행했는가?

사도바울의선교여행지도는몰몬경합본지도편에있다.(지도13 참조)

다음 지도는 바울의 시 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준다. 이 것

을 현 의 지도와 비교해 보고 이 나라들은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아본다. 

사도행전1장

예수그리스도의승천

누군가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주려고 을 써 본 적이 있는가? 누가는

친구 데오빌로에게 역사상 가장 위 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누가

는 구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

을 어떻게 주셨는지 기술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한 후, 천사들은 사도들에

게 그가 앞으로 올 광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 고 가롯 유다를 신할 새 사도

로 맛디아를 성임했다.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

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8 — 사도행전의 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예루살렘과 온 유 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그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명령은 사도행전의 개요와 구성이다. 사도행전 1~7장은 예

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에 한 기록이고, 사도행전 8~9장은 유 와 사마리아에

서의 복음의 확산에 한 기록이다. 사도행전 10~28장은 복음이 어떻게“땅 끝

까지”이르기 시작했는지를 말해 준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구성 형태를

기억한다.

사도행전

로마

데살로니가

아덴
에베소

다소

안디옥

가이사랴

예루살렘

고린도

지중해

홍해

마게도냐

아시아

애굽

아
가

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문화 중심지

초 교회 본부

바울은 이곳에 많은

교회 지부를 세웠다.

바울의 고향

성도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유럽

지중해

흑해

예루살렘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홍
해

Infallible 확실한 (3절) — 틀림

없는

With one accord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 하나가 되어(in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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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18 —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해 마태와 누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듯 하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둘 다

옳다는 것을 보여 준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7:6 참조) (역자 주: 조

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유다가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맨 즉시 떨어져서 창자가 터

져 나와 죽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사도행전 1:26 — 제비는 무엇인가?

제비를 뽑는 것은 오늘날 짚으로 하는 제비 뽑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도들은

새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무작위 선출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과거에 주

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명하셨던 방법이

다.(레위기 16:7~8)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사도들의 임무 지명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고 다음 질문에 한 답을 공책에 적는다. 

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제자들을 방문하셨는가?

2.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3.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는가? 얼마 동안 남아 있어야 했

는가?

4.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해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5. 그들이 성신을 받은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위의“경전을 이해함”편에서“사도행전의 개요”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8

절 옆 여백에 사도행전의 개요를 써 넣는다.

새 사도가 선택됨

유다를 신할 새 사도를 부르는 사도행전 1장 13~26절의 기사를 살펴보면

서, 어떻게 그들이“네세우[고]”, “기도하여”, “제비 뽑[았는지]”주목한다. 사

건을 요약하기 위해 이 각각의 주요 개념에 해 한두 문장씩 쓴다. 

사도행전2장

간증의날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명절이 있는가? 사도들에게는 유

의 오순절(경전 안내서, “오순절”, 215쪽 참조)이 기억할 만한 명절이 되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뒤 오순절 동안에 사도들은 성신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것을 보고“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사도행전

2:7) 사도들은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 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

다.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사도들은 을 통해 복

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오는

에 관한 요엘서 2장 28~32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했고 듣는 자들에게 침례받

을 것을 권고했다. 약 삼천 명 정도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침례받고 교회로

들어 왔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1~4 —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축제는 이른 여름의 수확을 축하하는

절기다. 이 명절에는 축제에 참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믿

는 자들이 이 날에 함께 모 을 때, 주님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

신 로 성신의 능력을 보내셨다.(사도행전 1:4̀~8)

이 능력을 받은 뒤, 사도들은 군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순절의 기적은 성신이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준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46:11, 24 참조) 그 말 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그들에게 그들의 언

어로 듣게 도와 주었기 때문에 전하는 말 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위 한 기적

덕분에 삼천 명이나 되는 새로운 회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사도행전 2:44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단합하여 그들

이 가진 것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헌납”이라

고 불리는 복음 원리다.(교리와 성약 42:30~39 참조)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헌납의 법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재능, 돈, 재산을 교회의

업을 위해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상에 주님의 사업을 발전 시키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있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74쪽;

Ensign, 1975년 5월호, 50쪽) 

헌납은 성도들이 해의 왕국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원리 중 하

나이다.(교리와 성약 105:3~5)

Pentecost 오순절 (1절) — 여름 추

수제

Cloven 갈라지는 (3절) — 쪼개지

는, 갈라지는

Utterance 말하게 하심 (4절) —

말하는 능력을 주심

Confounded 소동하여 (6절) — 당

황하여, 혼동하여

Proselytes 유 교에 들어온 사람들

(10절) — 개종자들

Determinate counsel 정하신 뜻

(23절) — 지정하신 목적

Corruption 썩음 (27절) — 부패,

육신의 부패

Pricked 찔려 (37절) — 마음을 움

직여(touched) 죄의식을 느껴



96

우리가 기꺼이 십일조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타 헌금들을 바칠 때 우

리는 헌납의 법에 따른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뉴스 기자 놀이

오순절 사건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이 뉴스 기자로서 사도행전 2장

1~16절에 기술된 사건들을 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누가 관련되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석간 신문 기사를 쓴다. 

예언의 성취

사도행전 2장 6~21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한 것

으로 생각했을까? 

2.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3. 사도들은 요엘서 2장 28~32절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4. 요엘의 예언은 언제 다시 성취될 것인가? (조셉스미스-역사 1:41)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던 때에 관해 쓴다.

베드로의 변화

1. 사도행전 2장 22~36절의 베드로의 행동과 요한 복음 18장 25~27절

의 베드로의 행동을 비교한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고 무엇이 그

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지 말한다. 

2. 오순절 사건들은 사도행전 1장 4~5절, 8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어

떻게 성취했는가? 

3. 예수 그리스도에 한 베드로의 담 한 간증을 읽는다. 그의 간증에서 여

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 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한 그의 간증을 믿고 그

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받으라고 말

했다. 그 날 약 삼천 명 정도가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에 해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한다. 그 친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야 하며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

게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다. 베드로가 사도

행전 2장 37~40절에서 한 말 을 사용하여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편지에

써 넣는다. 

사도행전3장

베드로가담 하게회개를외치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나타내어 기적을

행한 것에 관해 나온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불구자를 신권

을 사용하여 고쳐주기 위해 멈췄다.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 하게 한 말에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19~21 — 베드로가 회복에 해 간증함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 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만유의 회복은 그들 시 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사도행전 1:7]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 하셨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 에 이어 복음의 다른 경륜의 시 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 는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 한 만유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지상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기 전에 짧게 주어질 것이다.[사도행전 3:21 참조]”(구

원의 교리, 1:164 참조)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거지를 고치다

사도행전 3장 1~11절에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 못 걸었던 거지를 고친 이

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그 사람은 성전에 어떻게 왔는가?

Ninth hour 제 구 시 (1절) — 오후

세 시 경

Lame from his mother’’s

womb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2

절) —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

Alms 번역 안 되어 있음 —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

Ignorance 알지 못하여서 (17절)

— 사실을 알지 못하여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 (19절) — 그리스도의 재림

Blotted out 없이 함을 받으라 (19

절) — 제거됨을 받으라, 용서 받으라

Restitution of all things 만물의

회복 (21절) — 후기의 복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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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

엇을 원했는가?

3. 그는 베드로가 그 신 그에

게 준 선물에 해 어떻게 느

꼈는가?

4. 그 못 걷게 된 사람은 돈을 요

구했으나 신 힘을 받았다.

이것은 때때로 주님이 여러분

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방법과

어떻게 같은가?

베드로가 더 높은 권능에 해 간증하다

사도행전 3장 12~26절을 잘 살펴보고 베드로가 유 인에게 한 간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다섯 개를 고른다.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각

각 설명한다. 

사도행전4장

베드로와요한이체포되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억하

는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는지 상상해 본다.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만큼 담

해졌는지 살펴본다. 또한 유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

수 그리스도에 해 간증하는 것을 단호하게 중지시키려 했는지 생각해 본

다 .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1~3 —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안나스와 가야바 등은 성전을 관리

하는 집단인 사두개인이었다. 그들

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유 지도자들과 로마인들과 더불

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빌미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으며

그것으로 그리스도교가 없어질 것

이라고 생각했다. 제사장, 사두개

인, 그리고 그 외 많은 집단들은 사

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

속 가르쳤을 때 매우 화를 냈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하나를 한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을 때(사도행전 3:1~11 참조) 그리

고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사도행전 4:1~30 참조)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

다고 상상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듣지 못한 한 친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그 일을 설명한다. 다음 세부 사

항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 병고침을 받은 남자의 나이

•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화를 낸 이유

• 제사장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

• 그 시련에 한 베드로의 처 방법

•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라고 한 것과 그에 한 사도들의 반응

• 일어난 일에 한 여러분의 느낌

자연스러운 말로 써보기

베드로는 자신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한 담 하고 힘찬 간증을 전했다. 베드로가 한 말의 본래 의미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 사도행전 4장 8~12절을 다시 쓴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

사도행전 4장 31~37절은 초 교회의 생활을 일별한다. 회원들은“한마음

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사도행전 4:32; 사도행전

2:42~47 참조; 사도행전 2:44 “경전을 이해함”(95쪽) 참조) 사도행전 4장

31~3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한 답을 공책에 쓴다.

1. 초기 성도들이 가진 것을 모두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자

질 때문인가?

2. 그들의 헌신과 신앙 덕분에 그들이 누린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3. 성도들이 헌납한 돈과 재산을 거두는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구 는가?

4.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는 교회

에서 무엇을 하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Grieved 싫어하여 (2절) — 화가

나, 기분이 상하여

Kindred 문중 (6절) — 일가

Impotent 병자 (9절) — 앉은뱅이

Conferred 의논하여 (15절) —

말하여, 토의하여

Straitly 번역 안되어 있음 (17절)

— 직접적으로, 분명히

Great Grace 큰 은혜 (33절) —

하늘에서 온 권능 (경전 안내서,

“은혜”, 231~2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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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방법 로 살도록 요청받는

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는가?

사도행전5장

옥에서구출되다

인생이 시련으로 가득 찼다는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놀라지 않지만, 의로운 자들도 시련과 유혹

을 견디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사도행전

14:22; 야고보서1:12 참조)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을

승 으로 이끈다. (앨마서 36:3 참조)

사도행전 5장은 이 원리에 한 좋은 예를 담고 있다. 사도들은 그들이 계

속 진리를 수호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

에게 일어난 일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비교한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5장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다시 옥에 갇힌 사도들!

아래는 사도행전 5장 12~32절에 나오는 사도들이 다시 옥에 갇힌 이야기에

붙일 수 있는 신문 제목들이다. 제목을 각각 이야기와 비교하고 제목이 뜻하

는 것을 한두 문장으로 써서 설명한다. 

1. 군중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이다. (16절 참조)

2. 죄 없이 옥에 갇힌 사람들 (18절 참조)

3. 기적적으로 옥이 무너짐 (22절 참조)

4.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에게 맞서다 (29절 참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사도행전 5장 34~42절을 살펴본다. 마치 여러분이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공책에 쓴다. 공회, 특히 가말리엘의 행동을 기록하고, 가말리

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사도행전6~7장

스데반의순교

사도행전 5장에서“[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

기심을 기뻐[한]”(사도행전 5:41) 제자들에 관해 읽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6~7장에서는 신앙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은 초기 제자들의 이야기

가 나온다. 스데반은 진리를 너무 담 하게 간증했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 다. 이 장들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누구 는지, 그가 무

슨 말을 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사람들을 화나게 했는지 살펴본다.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간증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기타 다른 도전을 극복하는 요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는가?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1~6 — 일곱 명의 새 지도자가 선택됨

교회가 작은 수의 사람들에서 수천 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의 일

을 도와 줄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Being Privy to 알더라 (2절) —

알더라

Conceived 두었느냐 (4절) — 생각

했느냐

Wound him up 시신을 싸서 (6

절) — 시신을 천으로 싸서

Indignation 시기 (17절) — 독선

적인 분노, 질투

Keepers standing without 지키

는 사람이 … 서 있으되 (23절) —

지키는 사람이 밖에 섰으되

Doubted of them whereunto

this would grow 의혹하여 이 일

이 어찌 될까 하니(24절) — 이 일

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여기니

Take heed to yourselves 조심하

라 (35절) — 주의깊게 생각하라

Brought to nought, come to

nought 없어졌고, 무너질 (36, 38

절) —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을

Daily ministration 매일의 구제

(1절) —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을 매일 돌보는 일

Suborned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1절) — 거짓말하라고 매수하되

Blasphemous 하나님을 모독하는

(11절) —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

님에 해 독설을 퍼붓는



불러 성임했다. 오늘날도 일곱 명이 사도들을 보좌한다. 그들은 칠십인 정원회 회

장단이다. 이들은 칠십인의 일을 감독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왕국의 일을 감찰하

는 것을 돕는다. 칠십인의 조직과 임무는 교회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변

화를 거듭해왔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19~25 — 모세는 그가 누구 는지 알았는가?

출애굽기의 첫 장은 모세가 자기를 애굽

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었다

는 것을 말해 준다. 출애굽기는 그러나

모세가 그의 부름과 운명에 해 알고

있었다고는 말해 주지 않았다. 스데반이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애굽의 속박으로

부터“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

하 [다]”고 (사도행전 7:25) 간증한 것

을 보면, 그는 구약전서에 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

식을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마찬가지

로, 사도 바울은 모세가“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 더

좋아[했다]”고 말했다. (히브리서 11:24~25)

만약 모세가 그의 부름에 해서 알았다면, 그는 그것에 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그는 예언을 통해서 그것에 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조셉 스미스 역 성

경은 요셉(애굽으로 팔려간)이 죽기 바로 전에 그의 백성에게 한 말 을 싣고 있

다. 그 말 에서 그는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모세라고 예언했다. 선지자 리하이도 니파이후서 3장 6~10

절에서 이 말 의 일부분을 인용했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활동가또는나중에하나를한후활동 다를 한다.

스데반, 충실한 종의 역할 모델

사도행전 6장 3~8절에서 사도들을 돕도록 선택된 일곱 명 중 한 명인 스데

반은 정직하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자로 묘사되어 있

다. 사도행전 6~7장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그러

한 자질들을 보여 주었는지 예를 든다. 

모세, 예언을 이룬 사람, 운명을 지배한 사람

모세에 관하여 사도행전 7장 19~29절에서 스데반이 설명한 것과 히브리서

11장 24~25절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을 검토한다. 모세에 해 전에는 몰랐

던 것을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쓴다. 

성구 익히기 — 사도행전 7:55~56

스데반이 구주에 한 간증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 전, 그는 놀라운 시현을

통해 구주를 보았다고 간증했다. 사도행전 7장 55~60절을 읽고 그가 한 말

에 표시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요약하여 쓰고, 그 말에서 어떤 감명

을 받았는지 적는다.

사도행전8~9장

사울의개종

여러분은, 후에 그 일이 잘못이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

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열의를 갖고

담 하게 해 본 적이 있는가? 사

도행전 8~9장은 우리에게 바리새

인이었던 다소 사람 사울을 소개

해준다. 구주께서 예언하신 것처

럼 사울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

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

님께 봉사하는 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하나 다.(요한복음

16:2 참조) 그러나 사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

다. 이 장에서 여러분은 바리새인

인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으며 박해자에서 선지자로 바뀌었는지

읽게 될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14~17 — 성신의 은사를 주는 권능

현 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아론 신권의 권세와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론 신권은 침례를 베풀 권세는 있지만(교리와 성약

20:46 참조)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권세는 없다. 멜기세덱 신권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세가 있다. 이 신권으로 인간은 성신의 은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적인 축복을 부여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0:38~41 참조) 사마리아에

서의 빌립의 선교 사업은 권세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그는 아론 신권을 소유했

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할 권세는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그곳으로 가야 했다. 

사도행전 9장

Sojourn 나그네가 되리니 (6절) —

살리니

Host of Heaven 하늘의 군 (42

절) — 해, 달, 별

Drave out 쫓아내신 (45절) — 쫓

아내신, 추방하신

Uncircumcised in heart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51절) — 사악한

Consenting 마땅히 여기더라 (1절)

— 당연하게 여기더라

Made havock 잔멸할새 (3절) —

혼란에 빠뜨리다, 또는 망치다

Gall of bitterness 악독 (23절) —

극악함

Bond of iniquity 불의에 매인 바

(23절) — 죄의 노예

Eunuch 내시 (27절) — 신임받는

신하

Any of this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 (2절)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Kick against the pricks 번역 안

되어 있음 (5절) — 의 속삭임에

적함

Chosen vessel 택한 그릇 (15절)

— 특별한 봉사를 위해 예임된 사람

Assayed 사귀고자 (26절) — 하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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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9:7 —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이 구절에 해서 사울과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정말로

빛을 보았고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사울에게 말한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말

함으로써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에서 바울이 한 경험에서 사람들이 본

것과 들은 것에 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8~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를 한다.

시몬

교회 회원들은 사울과 같은 박해자들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

렘에서 피해야 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했다가 그곳에서 마술사인 시몬을

만났다. 사도행전 8장 1~24절을 살펴보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사람들은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2. 그들은 시몬의 권능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는가?

3. 시몬은 빌립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4. 베드로와 요한은 왜 사마리아로 갔는가? (사도행전 8:14~17절“경전을

이해함”(99쪽) 참조)

5. 시몬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원했는가?

6. 베드로는 시몬에게 신권에 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빌립은 여행하는 동안 신권을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경전의 말 을 이

해하지 못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교리와 성약 13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론 신권은 ⑴천사의

성역을 베풀고 ⑵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며 ⑶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풀 열쇠 또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8장

26~40절을 읽고, 공책에 빌립이 그러한 권능들을 각각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1~31절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울의 기적적인

개종과 그의 선교 사업의 시작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

면서 우리는 (바울로 알려질) 사울이 이 경험을 한 후 복음에 왜 그렇게 헌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도행전 9장을 읽은 후, 이곳에 실려 있는 각 사건에 한 설명을 쓴다.

2. 이 장이 사울과 그의 자녀, 특히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한

주님의 인내심에 해서 가르치는 것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쓴다.

사도행전10장

복음은모든사람을위한것이다

모세 시 이후로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과 그 외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엄

격한 구별이 있었다. 유 인들은 이방인(비 이스라엘인)이 하나님께 받아들

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먼저 모세의 율법의 모든 의식과 요

구 사항에 복종하여 유 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의 관행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 인의 전통을 극적

으로 바꾸는 두 가지 경험을 했다. 시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사

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도행전 10:34) 그

후 베드로는 독실한 몇몇 이방인들과 주목할 만한 모임을 가졌다. 그때까지

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유 인이었거나 먼저 유 교로 개종한 이

방인들이었던 것 같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

었으며, 이방인들은 유 인이 되는 과정 없이 곧바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

다고 가르칠 수 있었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0장

Centurion 백부장 (1절) — 로마 군

의 장교

Ninth hour 제구 시 (3절) — 오후

3시 경

예수님 시 의 시간

Alms 구제 (4절) — 가난한 사람들

에게 준 기부금

Sixth hour 제육 시(9절) — 정오

쯤

Fell into a trance 황홀한 중에

(10절) — 성령이 그에게로 오셨다.

Common or unclean 속되고 깨끗

하지 아니한 (14절) — 모세의 율법

으로 금지된

Accompanied 함께 가니라 (23절)

— 같이 가니라

Gainsaying 사양 (29절) — 거절

Perceive 깨달았도다 ( 어 34절/한

35절) — 알았도다

They of the circumcision 할례

받은 신자 (45절) —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 인

제6시

제12시

제3시 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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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0장 — 현 의 비교

하나님이“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사도행전 10:34)는 것을 가르쳐준

베드로의 시현은 교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 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 시 에도 존재했다. 구약 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권을 소유하는 권리를 제한하셨다. 아브라함 시 에 신권에 한 권리는 아버

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가부장적인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107:40; 아브라

함서 1:2~4, 26~27 참조) 모세 시 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이스라엘에게서 거

두어졌고 아론 신권만 레위 지파가 소유했다. (민수기 18:6~8 참조) 후기에 복

음이 회복되었을 때, 멜기세덱 신권도 회복되었으며 그 신권을 소유하는 권리 또

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1978년 6월에 주님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에게“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권에 성임될 수 있[는]”때가 왔다는 계시

를 주셨다. (선언문 2) 다시 한 번 주님은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계시에 의해 종식된 수 천년의 율법과 전통

사도행전 10장을 읽은 후, 마치 여러분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의 경험에 해

일지를 작성한다. 여러 세 동안 지켜져 온 모세의 율법의 관행을 종식시키

는 계시를 받는 것은 과연 어떠했을까 상상해 본다. 다음 사건들에 관해 말하

고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을지 말한다. 

• 지붕에서 본 베드로의 시현 (9~16절 참조)

• 고넬료의 시현 (1~8절 참조)

• 이방인들과 베드로의 만남 (17~48절)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 이유를 설명한다. (사도행전 10장의 소개 참조)

큰 보자기에 관한 베드로의 시현

베드로가 보았을 큰 보자기나 불결한 짐승에 관한 시현을 그림으로 그린다.

불결한 짐승의 목록을 찾기 위해 레위기 11장을 참조한다.  

사도행전11~12장

그리스도인이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

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도행전 11~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초 교회를 계시를

통해 인도하고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축복하셨는지 보여 준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1~3, 21~23 — 사악한 왕 헤롯은 어느 헤롯인가?

신약에서 언급된 헤롯은 여러 명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 왕은

그 외 헤롯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다. 로마인들과의 정치적 친분 관계 덕분

에 그는 왕이 되었다. 그는 유 인이 아니었고, 유 인들은 그의 잔인함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립바 일세이며 첫 번째 헤롯의

손자이다. 그는 유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립바 이세는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의 말을 들었고 그에게서 아

무런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다. (사도행전 25:13~26:32 참조)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선지자가 중요한 정책 변경을 발표함

1. 사도행전 11장 1~18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ㄱ.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ㄴ.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뭐라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11:4~17 참조)

ㄷ.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2. 교리와 성약 21편 4~6절을 읽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계시를 따

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Contended 비난하여 (2절) — 논쟁

하여

Rehearsed . . . and expounded

차례로 설명하여 (4절) — 일어난

로 설명하여

Cleave unto 머물러 있으라 (23절)

— 거하라, 남아 있으라

Signified by the Spirit 성령으로

말하되 (28절) — 으로 진리를 보

여주되

Vex 해하려 (1절) — 박해하려

Smote 쳐 (7절) — 때려, 쳐

Gird thyself 띠를 띠고 (8절) — 허

리 띠로 옷을 조이고

First and the second ward 첫째

와 둘째 파수 (10절) —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꾼

Constantly affirmed 힘써 말하되

(15절) — 주장하되

Beckoning 손짓하여 (17절) — 손

짓하여

No small stir 적지 않게 소동하니

(18절) — 큰 소란을 일으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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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가 베드로의 피신을 도움

사도행전 12장

1~19절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이 구

절에서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사건을 서너

가지 열거하고 왜 그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

명을 주었는지 설명한

다.

사도행전13~14장

바울의첫번째선교사업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간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봉사했는가? 오늘날 선교사들은 거의 전세계 모든 곳으로 보

내진다. 바울은 이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 여행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해 말하고 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 지금 터키로 알려진 구

브로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 을 받아들 지만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중지시키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반 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지부를 많이 열었다.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

다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했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4장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3~14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바울의 선교 사업이 시작되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바울(사울)은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2. 누가 바울과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3. 신앙개조 제5조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당에서 가르침

바울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첫 번째로 선교 사업을 했던 부분

의 장소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사도행전 13장

14~52절을 읽으면서 다음 질문에 한 답을 공책에 적는다. 

1. 바울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을 때 먼저 어디로 갔는가?

2.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었는가? (사도

행전 13:16~22)

Separate 따로 세우라 (2절) — 임무

를 주기 위해 성임함

Subtilty 거짓 (10절) — 거짓말, 속

임수

Corruption 썩음 (35~37절) — 신

체의 부패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39절) —

용서받은, 죄가 없음을 공표함

Proselytes 경건한 사람들 (43절) —

개종자들

Expelled 쫓아내니 (50절) — 쫓아

내니

Made their minds evil affected

악감을 품게 하거늘 (2절) — 악감을

품게 하거늘

Jupiter . . . Mercurius 제우스,

헤르메스 (12절) — 로마 신화에 나

오는 두 명의 거짓 신

Scarce restrained 겨우 … 말려

(18절) — 겨우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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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은 오

늘날 사람들이 선교사를

하는 태도와 어떻게 비교되

는가?

환란과 하나님의 왕국

바울은 우리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

다. (사도행전 14:22 참조) 사도행전 14장 6~18절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

과 19~21절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한다. 어떻게 그 경험들이 각각, 22절에

서 바울이 한 말 의 예가 되는가? 

바울과 여행하기

공책에 아래 지도를 그린다.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 사업을 했던 장소를 표시

하고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의 여행 경로를 표시한다. 

사도행전15장

예루살렘 회

교회 회원들이 무엇이 올바른 교회 교리인지에 한 문제로 혼란스러워 한

적이 있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초 교회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에 해 읽게 된다. 교회에 들어 온 많은 유 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

례 의식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유 관습을 따르기를 기 했다. 이 장을 읽

으면서, 교회에서 교리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주목한다. 이러

한 교리적 분쟁의 해결 과정에 관한 현 의 예를 알고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1~5 — 유 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교재의 마태복음 12장 소개(20쪽)

참조)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 인들이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전

통을 지키기를 원했으며 이방인을 포함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의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

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누가복음 24:44; 제3니파이

15:4~5 참조) 유 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 더 이상 낮은 율

법에 따라 생활할 필요가 없었다. 바울과 유 지도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은 교회

내에 분쟁을 야기했고 교회 회에서 사도들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회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관계 없이 이방인 성

도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계시를 주셨다고 설명했다. (사도행전 10장

참조) 평의회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옛 율법의 일부분에만 순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주목한다. 

• 교회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평의회를 열었다. (사도행전

15:1~6 참조)

• 선지자인 교회 회장은 주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 계시하신 것을 설명했다.

(7~11절 참조)

•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회장의 권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 응답이 하나

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12~20절 참조)

• 평의회의 결정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 (22~31절 참조)

두 개의 공식 선언문(교리와 성약 138편 뒤)은 교회의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으

로 나온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5장을 공부할 때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교리적 분쟁 해결하기

사도행전 15장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교리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한 예

가 나온다. (사도행전 15:1~5 “경전을 이해함”편 참조) 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질문을 검토하고 공책에 답을 쓴다. 

1. 사도행전 15장에는 무엇에 관한 분쟁이 나오는가? 사람들은 해답을 얻으

러 누구에게 갔는가?

2.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먼저 일어섰는가? 교회에서 그의 부름은 무엇이

었는가? (마태복음 16:16~19 참조) 그는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한 이방

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시지 않

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사도행전 10장 참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사도행전 13:14

사도행전 13:13 밤빌리아

수
리
아

길리
기아

구브로

사도행전 14:8

사도행전 14:20

사도행전 13:4

사도행전 13;5
사도행전 13:6

지중해

사도행전 13:51

Disputation 변론 (2절) — 논쟁

Residue 남은 사람들 (17절) — 남

은 사람들

Abstain from pollutions of

idols 우상의 더러운 것을 … 멀리

하라 (20절) — 우상 숭배에 참여하

는 것 … 을 거부하라

Tarried 있다가 (33절) — 지내다가

Contention 다투어 (39절) — 논쟁

하여, 말다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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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어느 교회 지도자들이 발언했는가? 그들은 동의했는가, 아니면 반

했는가? (사도행전 15:12~22 참조)

4. 나머지 교회 회원들은 그 분쟁에 관한 해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5.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의사 과정에 관한 예는 무엇인가? 

범 세계적인 교회의 문화적 차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관한 분쟁은 단지 교리에 관

한 분쟁만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충돌이기도 했다. 바울이 개종시킨 이방인

들은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었고 그들의 전통은 유 인의 전통과는 매우 달랐

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 했다.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유산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이 헌신적인 후기 성도라면 멀리 해야 할

것인데도, 우리 생활 방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누가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나 또는 여러분의 문화 유산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물려받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무튼 모든 것을 구주의 가르

침과 비교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는 과정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

을 찾게 되면 이를 제쳐 두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성도의 벗, 1998년 7월

호, 85~86쪽)

한 나라의 교회 회원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관습이 다른 나라 회원에게는 그

렇지 않은 경우에 해 생각한다. 그 예를 쓰고, 헌터 회장과 스코트 장로의

말 로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사도행전16장

바울의두번째선교사업시작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지 5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들이 많이 있다. 서기 50년에 여행자가 직면했을 어려

움을 상상해 보라. 사도행전 1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사업을 위해서 떠난 여행에 관해 알게 된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여행의 어려움, 박해, 기타 많은 장애들을 기꺼이

견뎌 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경험이 우리 시 의 선교사

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6장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업

사도행전 16장 6~15절을 읽고 다음 사건들을 이 구절에서 일어난 순서 로

정렬한다.

• 바울이 빌립보로 여행했다.

•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

• 이 바울에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전파하지 못하게 했다.

•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에 한 시현을 보았다. 

•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다.

바울과 점술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함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선교사로서 빌립보를 방문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할 때 여러분의 말로 그 이야기를 말한다. 

1. 바울은 왜 마게도냐의 빌립보 시로 갔는가?

2. 루디아는 누구인가?

3. 바울은 왜 점술가가 그와 실라가“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간증하

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가?

Assayed 애쓰되 (7절) — 노력하되,

시도하되

Constrained 강권하여 (15절) —

설득하여

Spirit of divination 점치는 귀신

(16절) — 악한 점술

Soothsaying 점 (16절) — 미래를

점침, 악한 수단으로 미래를 예언한

Magistrates 상관들 (20절) — 판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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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울과 실라는 왜 옥에 갇혔는가?

그들은 이 일에 어떻게 처했는가? 

5. 왜 간수들이 침례를 받았는가?

사도행전17~18장

“하나님의소생”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한 간증을 전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바울도 고 희랍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곳 사람들은 여러 신들

을 믿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바울이 그들

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주목한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18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고 희랍 철학자들의 두 집단이었다. 에피쿠

로스 학파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 해도 그들은

인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는 쾌락을

추구하고 슬픔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를 창조하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우며 생명을 지배하는 확고한

율법을 세운 신성한 권세를 믿었다. 그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은 중요하

지 않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가르쳤다. 스토아 학

파는 또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었다.  

사도행전 17:22~31 — 바울이 하늘의 하나님에 해 간증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몇 가지 점에 해 간증했다. 

•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 그분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건물에 한정되실 수 없다.

• 그분은 모든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인간은 형제이다.

• 그분은 인간이 언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결정하신다.

• 그분은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형상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

리는 문자 그 로 그분의 자녀들이다. 

• 그분은 우리에게 그를 찾고,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7~18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해 간증하다

바울이 아덴으로 갔을 때 그는 희랍인들 —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그들의 알지 못

하는 신에 해 설교하고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다. (사

도행전 17:16~31 참조)

Opening and alleging 뜻을 풀어

(3절) — 설명하고 보여주어, 가르쳐

Consorted 따르나 (4절) — 연합하

나

Lewd . . . baser sort 불량한 (5절)

— 사악한, 더러운 마음을 가진

Taken security 보석금을 받고 (9

절) — 보석금을 받고

Disputed 변론하니 (17절) — 토론

하니, 이치를 논하니

A setter forth 전하는 사람 (18절)

— 가르치는 사람

Clave unto him 그를 가까이하여

(34절) — 그와 연합하여

Wrought 일을 하니 (3절) — 일을

하니

Opposed themselves 적하여 (6

절) — 바울을 반 하여

Made insurrection 적하여 (12

절) — 공격하여

Fervent 열심으로 (25절) — 열심으

로

Was disposed 건너가고자 함 (27

절) — 건너가기를 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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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행전17장“경전을이해함”편을읽은후, 바울이설교를통해가르친

진리가어떻게여기기술된그릇된관념을바로잡아주었는지설명한다.

2. 오늘날 일부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한 그릇된 관념 중 하나님이 어떤 분

이신지에 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사도행전19~20

신권의권세와바울의3차선교여행

여러분은 합당한 신권의 권세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 의식이나 그 밖의

다른 의식을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스스로 부름받았다

고 여기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

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세 번째 여행인 에베소, 헬라, 레도 및 기타 지역

으로의 여행에는 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9:23~41 —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킴

바울의 복음 전파가 에베소에 끼친 향에 유의한다. 어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

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인 후에는 우상 숭배를 멈추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과 그

밖의 다른 은장색들이 생계 수단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던 조그마한 아데미 여신상

을 사들이기를 중지하 다. 그러자 모든 은장색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거짓 신 아데미를 위해 투쟁하겠노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

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부의 원천을 다시 확보하려는 속셈이었다. 

사도행전 20:28~30 — 바울이 배도를 예언하다

바울은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배도가 일어날 것임을 예견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썼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

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 다시 말해,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에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

이 곧 일어날 형국이었다. 이러한 알력과 불화는 지도자 지위에 야망을 품고 있던

당시의 몇몇 인사들 때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

리를 확립하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교회에서 끌어내어 자기 편이 되게 하려 했

다.”(The Great Apostasy[1953년], 28쪽) 이 밖에 배도에 관한 설명은 마태복

음 24장 23~24절; 갈라디아서 1장 6~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베드

로후서 2장 1~3절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19~2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라 중 한 가지를 한다.

올바른 답 선택하기

바울은 이미 침례받았다고 말하는 일부 그리스도 신자들을 만났다.(사도행전

19:1~7 참조)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침례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 그들이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의 성구들을 공부하여 아래의 항목

들 중 어느 항목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준,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되

는지 알아낸다. 

1. 바울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권세를 가진 자라고 믿지 않았다. 

2. 그들이 침례 요한이 베푼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합당한 신권 권세를 갖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3.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

도와 성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잊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베풀었다. 

신권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기

사도행전 19장 1~17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복습한다. 바울의 행동이

모든 신권 의식을 베푸는 데 신권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

르쳐 주는지를 설명한다.

Divers 어떤 사람들(9절) — 일부

사람들, 몇 명

Vagabond Jews, exorcists 돌아

다니며 마술 하는 유 인들(13절) —

돌아다니며 스스로 악귀를 몰아낼 권

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 인들

Adjure 명하노라(13절) — 명하다

Curious arts 마술(19절) — 마술,

마법, 주술

That way 이 도(23절) — 예수 그

리스도교

Implead one another 피차 고소

할 것이요(38절) — 정식 고소하다,

고발하다

Exhortation 권하고(2절) — 강력

히 권고함

Laid wait 공모하므로(3, 19절) —

해칠 음모를 꾸미다

Minding 가고자 하여(13절) — 가

려고 결심하여

Shunned 꺼리다(27절) — (하기를)

마다하다, 거절(거부)하다

Grievous 사나운(29절) — 잔인한,

사악한

Perverse 어그러진(30절) — 그릇

된,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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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졸던 청년

사도행전 20장 1~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 (설교)을 하는 동안 졸던 어떤

청년에게 일어난 사건에 하여 읽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그 지역의

신문 기자 다면, 신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 것인가?  그 사건이 회중

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기사는 반

드시 성구에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바울의 고별사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 임무를 마치고 임지를 떠날 때 자신과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 고별

인사를 한다. 바울이 작별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고별사는 일반적인 고별사와

는 다소 달랐다. 

1. 사도행전 20장 17~38절을 읽고, 바울의 고별사가 다른 선교사들의 고

별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2. 위 성구에서 바울이 가르친 원리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감명을 주는 원리

를 적어도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원리가 어째서 감명을 주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3. 그런 종류의 고별사에 어울리는 찬송가를 하나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사도행전21~23장

바울이예루살렘에서체포되다

현세에서 배우기 가장 힘든 교훈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일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일지

라도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업 때문에 큰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

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로마 당국자에게 체포되어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

다. 그러나 그의 이 모든 고난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그를 돕고 보호 하

셨으며, 그에게 왕과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셨다.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24~35 — 벨릭스는 누구 는가?

안토니오 벨릭스는 유 총독으로 임명된 로마인이었다.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본부는 가이사랴에 있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사도행전 24:24 참조)는 헤

롯 아그립바 1세의 딸이었다. 벨릭스의 총독 후임자는 보르기오 베스도 다.(사

도행전 24:27 참조) 

가이사랴의 폐허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21~2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중 나와 라를 한다. 그 다음에는 나머

지 활동 가, 다, 마 중 어느 한 가지 활동을 한다.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길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축복이었

다. 로마 제국의 평화 정책과 개량

된 도로 건설 덕택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이루

어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에

비한다면 바울 시 의 여행 방법은

훨씬 힘든 일이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도보로 했건 수로를 통해 했건 그의 여행은 보통 수 주 또는 수개월이

나 걸렸다. 그의 예루살렘 귀환 길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교회의 각 지부를 방문했다. 아래 목록은

사도행전 21장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들이다. 바울의 여행 방식에 유의하면서

바울이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기까지 략 어느 정도 거리를 여행했

을지를 여러분의 공책에 적는다.

1. 고스

2. 로도

3. 바다라

4. 구브로

5. 두로

6. 돌레마이

7. 가이사랴

8. 예루살렘

Girdle 띠(11절) — 허리에 두르는

띠 또는 천

Zealous 열성을 가진 자(20절) —

열심인, 헌신적인

Vow 서원한(23절) — 하나님께 헌신

한다는 것을 보이는 특별한 약속

Tumult 소동(34절) — 소요, 폭동

This way 이 도를(4절) — 예수 그

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들

In a trance 황홀한 중에(17절) —

성령에 이끌리어

Martyr 번역 안 되어 있음(20절)

— 순교자

Cast off their clothes 옷을 벗어

던지고(23절) — 분노의 표시로 상의

를 찢는 행위를 뜻함

Whited wall 회칠한 담(3절) — 깨

끗하게 보이도록 페인트칠을 한 벽,

즉 겉으로는 선한 척 하나 내면적으

로는 악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

Dissension 다툼, 분쟁(7, 10절) —

불화, 논쟁

Conspiracy 동맹한(13절) —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음모)을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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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보가 바울에 하여 예언함

아가보라고 하는 한 교회 회원은 예언의 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

어날 일에 하여 예언을 했다.

1. 사도행전 21장 10~13절을 읽고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을 적는다.

2. 이에 해 바울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요약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느꼈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3. 만일구주께서 그분을 섬기는일에여러분의목숨을바치라고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성구의어떤구절이여러분에게용기와위안이되겠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다

주님은 종종 흥미로운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신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고 있었다.(사도행전 19:21; 23:11 참

조)  그러나 사실상 그의 로마 여행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1장 27~40절을 읽으면서 아래 항목들을 깊이 생각

하고 어느 항목들이 사실인지 판단한다.

1. 바울은 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사도행전 21:29 참조)

2.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복음으로 체되었다고 가르쳐 주었다.

(28절 참조)

3. 한 로마 병사가 바울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32절 참조)

4. 바울과 한 애굽인이 예루살렘성에서 소동을 일으켰다.(38절 참조)

바울이 왕과 관원들 앞에서 증거하다

로마인 천부장은 바울이 그를 공격했던 유 인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허락했

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종하게 된 내력과 간증을 유 인들

에게 전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부분 사도행전 9장 1~18절에 기록된 내용

과 비슷하다. 사도행전 22장 17~21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가?

로마인의 혜택

로마인들은 로마의 피지배국 백성이 가질 수 없는 특전을 누렸다. 예를 들어

로마인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형벌을 받는 일이 없었다.(사도행전 16:37

참조)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은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할 수도 있었다.(사도

행전 25:11 참조)  어떤 사람의 부모가 로마인이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 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길

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는 엄청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인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유 인인 그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는지 상세한 내

용은 알 수 없다.

1. 사도행전 22장 24절~23장 35절을 읽는다.(사도행전 22:29~30 참조)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 우를 받았는지를 기록한다. 

2.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한

시민권이나 회원권을 가지면 어떠한 특혜를 누리는가?

사도행전24~26장

바울이복음을전파하다

유 인 지도자들이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

는 데 성공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그리스도교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복음의“기쁜 소식”이 여전히 존속할 뿐만 아니라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전파되자 그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미움

을 받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교세를 뻗어 나갔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

키지 않고도 유 인들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

음을 약속했다. 사도행전 24~26장을 읽고 유 인 지도자들이 복음이 전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본다. 그

들의 계획은 과연 성공했는가?

주님이 후기에 복음을 회복시켰을 때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폭

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살해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회복된 교회는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듯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어떠한 부정한 손으로도 이 사업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하나님의 진리는 힘차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전진할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륙, 모든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나가

모든 사람의 귀에 전해질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

다. 그때 위 하신 여호와께서는‘이 사업은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 하

실 것입니다.”(교회사, 4:540)

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24장

Tedious 괴롭게(4절) — 귀찮게, 성

가신

Clemency 관용(4절) — 공정, 자비

Sedition 소요(5절) — 반란, 반역,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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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4:27 — 베스도는 누구 는가?

보르기오 베스도는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 의 총독으로 임명된 로마인이었다.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13 —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는 누구인가?

여기에 언급된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립바 2세이

다. 버니게는 그의 누이 다.

사도행전 26장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24~26장을공부하면서활동가~나중한가지를한다.

법정 참관인 역할하기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 두 차례 나타났음을 말해 준다. 아래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 차례의 재판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살

펴보고, 여러분이 법정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

질문에 한 답을 여러분의 공책에 기록한다.

1. 더둘로는 벨릭스와 바울에 하여 무슨 말을 하 는가?  그가 한 말은 어

느 정도 사실이었는가?

2. 바울은 자신이 체포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 는가?

3. 바울이 벨릭스를 두렵게 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4. 벨릭스는 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5.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1. 사도행전 26장을 복습하면서 바울의 간증에 해 로마인 베스도와 유 인

아그립바 왕이 각기 어떤 반응을 보 는지 비교한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왜 각자 기록에 나오는 것 같은

반응을 보 다고 생각하는가?

2.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때 왜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사도행전27~28장

바울이 로마에도착할때까지
계속그리스도를증거함

유 에 있는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풀어줄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심

문)을 받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었다.(사도행전

26:31~32 참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행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것은 바울에게 축복이었다. 만일 그가 유 에서 풀려났다면, 유 인들이

계속 그를 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한다고 말 하셨다.(사도행전 23:11) 따라서 비록

여행이 어려운 것이긴 했지만 바울이 로마 제국의 죄수로서 이송되는 것

이 그가 로마에 당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

명을 이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로마에 당도할 때

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 만약 그 여행길이 좀 더 쉬웠

더라면 그러한 기회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바울의 로마 여행

Profane 더럽게 하다(6절) — 더럽

히다, 부정하게 하다.

Heresy 이단(14절) — 거짓 교리

Deferred them 연기하여(22절) —

연기(지연)시켜

Ascended 올라가니(1절) — 올라가

다, 

Grievous 중 한(7절) — 심각한,

중 한

Appeal unto Caesar 가이사께 상

소하노라(11, 21, 25절) — 로마인

은 로마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Licence 기회(16절) — 권리, 허락

Pomp 위엄을 갖추고(23절) — 위엄

을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Beseech 바라다(3절) — 부탁하다.

간청하다.

Straitest sect 가장 엄한 파(5절)

— 엄격한 종교 집단, 즉 바리세파

를 뜻함

Pricks 가시채를 뒷발질하다(14절)

— 성신을 거슬러 싸우다(하나님을

적하다)

Mad 미치다(24절) — 미치다

로마
삼관

압비오 광장

보디올

흑해

무라

시돈

두로

욥바

가이사랴

돌레마이

예루살렘

레기온

수라구사

지중해

멜리데(말다)

미항

니도

그레데

마게도냐

아시아

리비아 애굽

길
리
기
아

구브로

수
리
아

아
가
야

시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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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30 — 바울의 최후 수년간의 생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복역 후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를 통해 알고 있다. 바울은 선교 사업을 위해 몇 지역을 더 방문했는데 아마

도 스페인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약 4년 후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로마

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순교했다. 주후 65년 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전을 공부함

사도행전 27~28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 바울

바울의 로마 여행길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련을 기회로 삼

았다.

1. 사도행전 27~28장은 바울이 어떻게 여러 기회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가

르치고 축복해 주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다. 여러분의 공책에 각

기회들을 묘사하고 바울의 신앙과 용기 때문에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온

축복도 낱낱이 기록한다. 

2.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하여 배운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고 여러분

에게 가장 인상깊게 남는 그의 성격이나 자질 한 가지를 기술한다. 그러한

성격 또는 자질을 보여주는 예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들어야 한다.

3.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자질을 어떻게 더 잘 개발할 수 있을까?

Contrary 맞바람(4절) — (바람이)

반 방향으로 불다

The fast 금식하는 절기(9절) — 속

죄의 날

Admonished 권하여(9절) — 경고

하여

Commodious 편하므로(12절) —

편하므로, 적절하므로

Undergirding the ship 선체를둘

러감고(17절) —선체밑에줄을매고

Long abstinence 오래 먹지 못하

으매(21절) — 오랜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Sounded 물을 재어 보니(28절) —

밧줄을 내려 수심을 재어보니

Twenty fathoms 스무 길(28절) —

100~120피트(36.5미터). 한 길은

6피트(1.8미터)다.

Under colour 체하고(30절) — 가

장하고, 하는 척하고

Three score 이백칠십육(37절) —

one score는 이십. 따라서 three

score는 육십

Melita 멜리데(1절) — 멜리데, 말다

Barbarous people, barbarians

원주민들(2,4절) — 이 사람들이 토인

들(미개인 또는 야만인)이라고 불린 이

유는 그들이 미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랍어나 라틴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

이다

Viper 독사(3절) — 독 있는 뱀

Vengeance 공의(4절) — 공의

Laded 배에 실었더라(10절) — 배에

싣더라

Suffered 허락하더라(16절) — 허락

(허용)하다

Constrained 마지 못하여(19절) —

마지못해, 사정상 할 수 없이

This sect 이 파(22절) — 그리스도

교,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



로마서는 신약전서에 있는 바울의 서

신 부분의 시작이다. 서신은 일반적

인 편지와는 달리 가르침을 주기 위

한 전통적인 도구이다. 바울은 교회

가 성장하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권

고와 위안을 주기 위하여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서신

을 써 보냈다. 바울의 서신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본 교재 안에 있는“신약

전서 미리 살펴보기 — 목차”부분(8

쪽)을 참조한다. 

로마서가 기록된 기간은 언제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기 전의 일이었다.

(서기 57~59년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약 25년이 지난 후) 그 당

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을 시작하

지 않은 때 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인가?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로마 제국의 수도 다. 바울은 로마

서를 모든 로마인들을 상 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 즉 침례받았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기본적인 복음원리를 이해하는

회원들을 위해 썼다. 로마서에 언급된 주제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해

하기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로마서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교파들 사이에 교리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고, 고

와 현 선지자들의 감받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귀중한 복음

의 가르침으로, 또한 현명한 권고의 말 으로 간주한다.

로마서의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

로마서에는 바울이 가장 훌륭하게 가르친 교리적 가르침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상당 부분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해 설득력 있게 반론을 편 들이다. 바울은 복음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체한다고 가르쳤다.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죄 없이 살아왔고 이후로도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바울은 여기서‘의롭다

함을 받는’이라는 말을 썼다) 방법은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또 우리

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합

당하게 될 수 있으며 그분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간증을 더했다. 

로마서1장

“내가복음을부끄러워하지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현세에서는 평화와 행복에 이르고 내세에서

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생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준다. 반면, 사

탄은 우리가 불행과 파멸에 이르는 길을 따르도록 유혹한다. 바울은 이렇게

상반된 두 길을 로마서 1장에서 생생하고도 상세히 묘사했다. 이 장에서 그

는 자신이 어느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는가를 담 하게 이와 같이 선언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1장

로마서 1:24~32 “하나님께서 그들을 …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내버려 두[신다.]”즉,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내버려 두신다.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이 아니라 사악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

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은 죄로 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를 선택한다.(로마서

1:25 참조) 24~2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더러움”과“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

은 곧 동성애와 그 밖의 성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성구 익히기 — 로마서 1:16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는다고 말했다. 그의 행동이 그 말을 입증해 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십이사도

로마서

111

Made of the seed 혈통에서 나셨고

(3절) —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Fruit 열매(13절) — 복음에로 개종

한 사람

Barbarians 야만인(14절) —외국인

Wrath 진노(18절) — 진노, 형벌

Maliciousness 악의(29절) —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Malignity 악독(29절) — 증오에 참

Whispers 수군수군함(29절) — 험

담, 중상, 비방

Without natural affection 무정

한(31절) — 가족과 친구에 해 사

랑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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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와 같이 말 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간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간증이 결

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결의는 그를 장막을 만드는 이에서

교사와 선교사, 그리고 지도자이며 교회 지부의 설립자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는 비겁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하며, 결심과 결의를 굽히지도 않고 압력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으며, 여러분들도 무엇이 옳은지

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용기를 지니고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는 자신을 제외한 그 무엇도 여러분의 발전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43쪽)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경전을 이해함”부분에 나오는 로마서 1장 24~32절의 설명문을 읽는다.

1. 로마서 1장 24~32절을 읽는다.

2. “하나님께서 … 내버려 두사”와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나열한다. 

3. 각 구절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로마서2장

“하나님께서각사람에게
그행한 로보응하시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그릇된 행실을

비판하고 나서 여러분 자신도 그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을 깨달은 적

이 있는가? 이는 사도 바울 당시 교

회 회원들 사이에 널리 행해진 과오

다.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의 차이점

에 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로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2장

로마서 2:14~29  “표면적 유 인이 유 인이 아니요”

바울은 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신앙과 순종의 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

면 외형적인 의의 표시(할례 등)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외형적인 의로움의 표시(교회에 참석하는 일 등),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신앙과 사랑, 순종의 도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한다.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2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남을 비판하는 일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일에 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2장 1~2절, 5~11절을 읽은 다음,

주요 개념을 공책에 적는다. 

로마서3장

모든사람에게그리스도가필요함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임을 경고

했다. 사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은 완전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온 인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사랑과 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면할 수 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구주가 필요하다. 

Impenitent 회개하지 아니한(5절)

—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Indignation and wrath 진노와

분노(8절) — 맹렬한 분노, 격분



113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3장

로마서 3:12~20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바울은 일상적인 사물을 인용하여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내면의 참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설명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말로 드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는

말은 그들의 말에 독성이 있어서 자신과 남에게 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을 뜻한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 하나님의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정결

하고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다.(요한1서 1:8 참조)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우

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하나님의 광에

이르지 못하”(로마서 3:23)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과 자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로마서 3:24~25; 니파이후

서 2:8 참조)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성구를 현 의 권고의 말 에 연관시킨다

로마서 3장을 읽은 다음, 10~12절

과 20~25절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다음 말

을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를 설명한

다. “우리는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죄

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담의 타락을

이해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3쪽)

앞의“경전을 이해함”부분을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4~5장

예수그리스도를믿는신앙이
죄를극복하는열쇠임

잠시 동안 자신의 약점을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유혹에 직면할 때 어

떻게 하면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

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의롭게 살아갈 힘을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의롭게

생활한 신앙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이 있다고 일깨워주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그후에 주어졌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받기에 앞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필

요가 있었다. 바울은 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경륜의 시 를 통하여 죄

를 극복하고 의롭게 사는 열쇠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 신앙이라고 가르쳤다.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4장

로마서 4:2~5 —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율법 준수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로마서 4:9~12 — 할례에 한 바울의 이 설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할례’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많은 유 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들밖에 없으므로 오직 유 인들만 의인으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오래 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12~21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 생명에 이르 느니라”

한 사람(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또 한 사람(예

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린도전서 15:21~22 참조)

Oracles 하나님의 말 (2절) — 하나

님의 말

Abounded 풍성하여(7절) — 증가하

여, 더 하여져

Slanderously 비방하여(8절) — 그

릇되게 욕설을 퍼붓다

Propitiation 화목제물(25절) — 우

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을 치

름, 죄값을 치름

Forbearance 참음(25절) — 참음,

인내

Justified by works 행위로써 의롭

다 하심을 받음(2절) — 자신의 선행

만으로 죄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짓 사상

Impute, imputed, imputeth 여기

시다, 인정하시다(6, 8, 11, 22,

23~24절) — 여기다, 간주하다. ~

탓으로 하다.

Commenth 확증하다(8절) — 보이

다. 나타내다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

되다(10절) — 하나님과 화해되다

Sin is not imputed 죄를 죄로 여

기지 아니하 느니라(13절)

—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Similitude ~와 같은(14절) — ~와

유사한

Abounded 넘쳤느니라(15, 20절)

— 풍부하다, 충만하다, 넘쳐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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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4~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신앙의 표본, 아브라함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것

을 보여 주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인으

로 여겨졌다. 여러분의 공책에 다음 문장들을 적고 로마서 4장 9~25절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운다.

1. 아브라함은그의믿음때문에 이되었다.(11절참조) 

2.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으로 말미암은 것이다.(13절 참조) 

3. 하나님의 약속은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게 된다.(16절 참조)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부

활 덕분에 우리는 .(25절 참조)

자신의 간증을 기록함

로마서 5장 12~21절을 읽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로서 그분의 역할

에 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공책에 기록한다. 

로마서6장

“너희는죄가너희죽을몸을
지배하지못하게하[라]”

흰옷을 입은 채 침례탕에 서 있는 새로운 개종자를 마음속에 그려본다. 이

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를 씻어버리고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바쳐 그

리스도께 나아가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6장

로마서 6:4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로마서 6:4)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

게 가르쳤다. “구주의 불멸의 은사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

다. 그러나 생의 은사는 회개하고 특정한 의식과 성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복음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침수로써 침례는 구

속주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5쪽)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5분 말 쓰기

어떤 어린 형제나 자매의 침례식에서 말 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경우를

상상한다. 여러분은 침례의 상징에 하여 말 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소재로 침례식에서 할 5분 말 을 쓴다.(말 에 성구를

적어도 3개 포함시킨다.)

로마서7장

예수그리스도께서모세의율법을성취하심

로마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가져오신 후로는 모세의 율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바

Abound 더하게 하다(1절) — 더

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Infirmity of your flesh 너희

육신이 연약함(19절) — 육신의 연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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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가르침이 실려 있다. 조셉 스미스는 로마서 7장의 25개 절 중에서

21개 절에 수정을 가했다.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7장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내재하는 두 자아

인간에 내재하는 두 자아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로마서 7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 유혹을 극복하는 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에 하여 로마서 7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서8장

“그리스도와함께한상속자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약속들은

감동적이면서 감에 찬 말 이

다. 바울의 이 말 을 읽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

을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

은] …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

니다. …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

서 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

능과 광, 원한 권능의 보좌

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무엇

을 뜻합니까?”(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3쪽)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8장

로마서 8:15 — 아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아빠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랍어

이다.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된 양자들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이렇게 친아버지를 부르듯 호칭할 특권을 갖는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261)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음

로마서 8장 13~18절, 교리와 성약 84편 33~42절 및 132편 19~21절을

읽고, 해의 왕국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

게 약속된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깊이 생각한다.

1.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3. 여러분은 왜 약속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가?

로마서9~10장

그리스도의
율법 로생활함

교회 회원들 중 현세에서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만 이 생이 끝난 후에 충

만한 복음의 축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성약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생활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복음의 축복을 잃게 된다

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단지 교회 회원이 되

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

을 좀 더 의롭게 하도록 도움이 되는가?

Concupiscence 탐심(8절) — 금지

된 것을 바라는 마음

Carnal 육신에 속하여(14절) — 본

능에 의해 지배되는

Subdue (18절, 성경에 없음) — 통

제, 조절

Wretched 곤고한(24절) — 괴로운,

가엾은

Carnally minded, carnal mind

육신의 생각(6, 7절) — 죄를 지으려

는 경향이 있는, 육욕적이면서 사악

한 욕망을 가진

Enmity 원수(7절) — 증오(의 상),

쓴 맛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을 받음(15절) — 하나님의

의 자녀가 됨.

Heirs 상속자(17절) — 상속자

Travaileth in pain 고통을 겪다

(22절) — 고통 당하다, 진통을 겪다.

Maketh intercession 간구하시느

니라(26, 34절) — 를 위해 간청하

다, 중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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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9장

로마서 9:3 — 바울은 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 는가?

바울은 정말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 는가?(로마서

9:3)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었다. “나

는 한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했었다.”(조셉 스미

스 역 성경, 로마서 9:3)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했었

던 때를 가리켜 말했을 것이다.

로마서 9:4~5 —“그들에게는 양자 됨 … 이 있고”

바울은 복음 생활로의 개심을 표현하기 위해 양자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들에게

는 양자 됨 … 이 있고”(로마서 9:4)라는 말은 이스라엘 가문에 속하지는 않았지

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르침 로 생활한 사람(이방인)들을 가리켜 한 말

이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입양되고, 문자 그 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던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향력

은 그들의 묵은 피를 제거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고 가르쳤

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45쪽 참조)

로마서 9:30~33 —“부딪칠 돌”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 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돌이시다.(로마서 9:32 참조) 예

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음에도 유 인

들은 계속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의 도움 없이“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고 믿었다.(로마서 9:32)

로마서 10장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9~10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누가 진정한 교회 회원인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 하 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

게 한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기록상의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년], 165쪽)

1. 로마서 9장 6~8절과 교리와 성약 10편 67절을 읽는다. 사람이 단순히

‘기록상의 회원’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2.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자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인가?

로마서 9장 18~24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그릇”이라고 표현한 데 유

의한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진노의 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는 사람들은“긍휼의 그릇”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로움 때문에“긍휼의

그릇”이 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1. 로마서 9장 25~26절을 읽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계(혈통)는 아

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가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와 어

구들을 차례로 공책에 적는다.

2. 로마서 9장 30~33절을 읽고 많은 유 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혈

통)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신 이방인들이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집합함

관련 성구들을 찾음

1.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엇을 간구했는가? (로마

서 10:1)

2. 로마서 10장 9~13절을 읽고, 바울의 기도를 성취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

야 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한다.

3. 로마서 10장 14~15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신앙을 어떻게

얻는지 알려 주기 위해“어찌”라는 말을 사용하여 네 가지 질문을 했다.

각 질문을 자연스러운 말로 고쳐 쓴 다음, 바울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

고 있는지 설명한다.

로마서11장

복음은하나님의모든자녀들을위한것임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스라엘 혈통의 집안에

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따르는 생활을 선택하지

않으면 축복을 잃는다. 한편, 이스라엘 혈통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주

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을 지킴으로써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

다.(니파이후서 30:2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복

음이 가져오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신다.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11장

Children of the flesh 육신의 자녀

(8절) — 세속적(육욕적)인 사람들

Election 택하심(11절) — 전세에서

이루어진 택함

Vessels of wrath 진노의 그릇(22

절) — 불순종하는 사람들

Fitted 준비된(22절) — 준비된

Zeal 열심(2절) — 열심, 열의

End of the law 율법의 마침(4절)

— 율법의 목적

Provoke 하게 하여(19절) — 자극

하여 … 하게 하다. 일으키다

Stretched forth my hands 내 손

을 벌렸노라(21절) — 돕기 위해 손

을 뻗다

Remnant 남은 자(5절) — 신앙을

가진 일부 남아 있는 자

Provoke 하게 하다(11, 14절) —

자극하여 … 하게 하다. 일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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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1:25 —“이방인의 충만한 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

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법규와 심판은 아브

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가계에만 한정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주님의 지상

성역 기간 동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즉 유 인에게만 한정되었고 이

방인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에게의 복음 전파 문호를 열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주된 지도자이자 교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유 인이 말 (복음)을 듣는 시기와 그후 이방인이 우위에 서

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이방인의 때’란 복음이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전

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충만한 기

회를 가질 때까지, 바꿔 말하면‘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

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복음은 다시 유 인 — 민족과 백성으로서의 유

인을 뜻함 — 에게로 전해질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290)

로마서 11:1~5 — 은혜로 택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

를 갖도록 요구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 지상에 내려

올 들이 선택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상에서) 복음을 가르

칠 책임을 맡았다.(아브라함서 2:9~11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전세에서 그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들 을 택하사 현세에서 그분의 봉사자가 되도록 훈련시키

셨다.(교성 138:55~56 참조) 이“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 시 의 교회 회

원들은 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브루스 알 맥콩키, 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273~275 참조)

로마서 11:16~25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과일 나무의 가지가 시들어 죽기 시작할 때 정원사는 그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튼튼한 나무의 가지를 (원 과일 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 접붙임을 올바르게 하면

새로운 가지는 자라서 원 과일 나무의 일부분이 된다. 바울은 이 접붙임의 예를

들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과일 나무의 죽은 가지처럼 반드시 다 열매를 맺

지는 못하므로 주님은 죽은 가지들을 꺾어내고 다른 나무의 새로운 가지들을 (원

과일 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나무에“접붙

임이 [된]”새로운 가지들을 뜻한다고 가르쳤다.(로마서 11:17)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1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복음을 가르치도록 택함을 받다

“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오는“은혜로 택하심”에 관한 성구 로마서 11장

1~5절을 읽고,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문단으로 간단하게

쓴다.

감람나무의 비유

바울은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유 인을,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이방인을 나타낸

다고 가르쳤다. 세로 칸을 두 개 그린 다음, 한 세로 칸의 상단에는‘감람나

무의 원 가지’라고 쓰고 다른 세로 칸 상단에는‘돌감람나무 가지’라고 적는

다. 로마서 11장 17~24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예에 하여 알게 된 것을

해당 세로 칸에 차례로 적는다. 다음의 질문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감람나무의 원 가지는 왜 꺾 는가?

2.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왜 필요한 일이었는

가?

3. 돌감람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경고를 주었는가?

4. 모든 자녀를 하시는 주님의 방법에 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로마서12~13장

성도들을위한권고사항

성도들은“말 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야고보서 1:22) 바울은 성도

들이 성신의 향력으로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계명 중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꺼이 생활화하는 일은 우리

의 구원에 향을 준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

게 보여 주었는가?

Emulation 시기(14절) — 다른 사

람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Reconciling 화목(15절) — 구원하

는

Boast not against the branches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18절) — 너의 유업(상속)의 가치를

인식하라.

Highminded 높은 마음(20절) —

교만한 마음

Severity 준엄(22절) —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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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12장

로마서 12:1~2  “너희 몸을 …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울은온마음을바쳐복음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너

희몸을…산제물로드리라”는 말을 사용했다. 구약 시 사람들은 자신들의신

앙을보이기위해자기들의동물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예수그

리스도께서는구약전서의율법을 성취하고 새로운 길(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하여자신의생명을희생제물로 바치셨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신앙에조화되지않는일상 생활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라고 권고하 다. 

로마서 13장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12~13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참된 의미 찾기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아래 어구들을 읽고, 각 어구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되는 정의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하

는 문장을 짓는다. 

1.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1절)

가. 바꾼다

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2. “이 세 를 본받지 말고”(2절)

가. 사악하지 않음

나. 세상적인 유행(풍습)을 따르지 않음

3. “변화를 받아”(2절)

가. 봉사함

나. 발전함

4. “지혜롭게 생각함”

가. 교만하지 않음

나. 유머(익살)를 피함

자연스러운 말로 설명하기

(거짓 없는 사랑에서) 거짓은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 또는 (사랑에) 진

실성(성실성)이 없는 것을 뜻한다. 복음 로 생활하는 데 진실성(성실성)은 필

수 요건이다. 로마서 12장 9~21절을 읽고 12, 13, 16, 17, 20절의 주요

개념을 여러분의 말로 고쳐 쓴다. 바울은 성도들이 겉으로만 하는 척하지 않

고 진실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기억한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각성하여 복음 로 생활할 것을 요구했다. 종교(신앙)에 하

여 무관심하게 되기 쉽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로마

서 13장 8~14절에서 아래의 각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구절

을 찾아 공책에 적는다.

1. 재석이는 잠을 자느라고 가족들의 경전 읽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너

무 피곤하다고 엄마에게 말하곤 한다. 

2. 태희는 비회원 남자 친구에게 자기들의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에 헤어지자고 말한다. 

3. 홍철이는 교회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이 그에

게는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 주일학교 시간에는 농담이나 하고 모든 사람

을 웃기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여 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다. 

4. 선경이는 침례 접견을 위해 선교사들과 모임을 했다. 그곳에서 선경이는

자기는 복음 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며 과거의 모든 잘못을 버리고 싶다

고 말했다. 

로마서14~16장

참된성도들은서로우정을나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로 살아야겠다는 의사를 나타

낼 때에는 그들을 기꺼이 교회 안으로 맞이해 주어야 한다. ‘말 을 행하는

자’는 그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친구

로서 손을 뻗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도

록 돕는다. 여러분은 자신의 와드나 지부에 있는 새로운 회원을 알고 있는

가? 여러분은 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소속감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

울 수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 유 인과 이방인의 관습의 차이

바울은 유 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훈계를 주라는 압력을 끊임

없이 받았다. 안식일에 관한 어떤 전통을 지키는 일, 금지된 어떤 음식을 삼가는

일, 그 밖의 다른 관습을 지키는 일 등은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유 인

개종자들에게는 중요했다. 한 집단이 고유한 종교적 신앙과 문화 전통에 따라 다

른 집단을 냉혹히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

앙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일에 비하면 관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서 그와 유

사한 도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Beseech 권하노니(1절) — 간청하다

Many members in one body 한

몸에 많은 지체를(4절) — 한 교회에

많은 회원들을

Exhorteth 위로하는(8절) — 권고하

다, 훈계하다

Abhor 미워하고(9절) — 미워하다,

싫어하다.

Cleave 속하라(9절) — 결합하다, 함

께 묶다

Recompense 갚지(17절) — 보상하

다, 보답하다

Coals of fire 숯불(20절) — 죄의식

Beareth not the sword in vain

공연히칼을가지지아니하 으니(4절)

—공의를확실하게집행할것이다.

Make not provision ~의 일을 도

모하지 말라(14절) — ~의 일에 집착

하지 말라.

Doubtful disputations 그의 의견

을 비판함(1절) — 그의 의견을 함부

로 비판함

Holden up 세움을 받으리니(4절)

— Held up(세움을 받으리니)

Set at nought thy brother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10절) — 형제

를 업신여기다

Esteemeth 여기는(14절) — 여기

다, ~으로 생각하다(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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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부분의 경

우, 그것은 오래된 관습을 버리

고 오랜 친구와 단체들을 떠나

색다르고도 다소 엄격한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포함

합니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

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바로 친구와 책임, 그리고‘하나

님의 선하신 말 ’(모로나이서

6:4)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

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17~19 —“분쟁을 일으키 … 는 자들을 살피라”

바울은 참된 교회에 배도가 늘어나던 시기에 살았다. 훌륭한 회원인 척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사도행전 20:28~32 참조)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분쟁을 일으키 … 는 자들을 살피고”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로마서 16:17) 

로마서 16:20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말 은 무슨 뜻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로마서

16:20)라는 말 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 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 기 때문에 사탄을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 것입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308)

경전을 공부함

로마서 14~16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한 가지를 한다.

새로운 회원을 접견함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오

는 로마서 14장의 내용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말 을 읽는다. 그런 다음 작

년 이후로 침례받은 사람을 접견하고 아래 질문에 한 그의 답을 요약하여

적는다.

1. 형제(자매)님은 새로운 회원으로서 어떤 변화를 해야 했습니까?

2. 형제(자매)님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도와주

었습니까?

3. 새로운 회원이 교회 생활로 적응하는 과정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회원

들은 그밖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일에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4장 4~13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적는다.

1.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로마서 14:4 참조)

2. 사람들은 의견과 관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6절 참조)

3.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면(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성도들간의 불화

는 어떻게 감소되는가? (7~9절 참조)

4.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겪을 일은 무엇인가? (10~11절 참조)

5. 우리가 서로 비판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비판하는 상 방에게 어떤 피

해가 오는가? (13절 참조)

교회는 공동체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 나아올 것을 권유하신다. 각양각색

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되

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 로마서 15장 1~7절을 읽고 1~2절, 5절, 7절에

서 우리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고한 사항들을

적는다.

Infirmities 약점(1절) — 진리를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약점

Edification 덕(2절) — 발전, 향상

Laud 찬송하라(11절) — 찬양(찬송)

하다

Thitherward by you 너희가 그리

로(24절) — 너희들이 있는 곳을 향

해

Succourer 보호자(2절) — 도움과

위안을 주는 사람

Chamberlain 재무관(23절) — 신

임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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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고린도에 교

회 지부를 조직했다.(사도행전 18:1~17 참조) 고린도는 우상숭배와 부도덕

한 행실로 소문난 도시 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복

음 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했다.

고린도 성도들과의 서신 왕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어도 세 차례 서신을 보냈다.(고린도전서

1:1~2; 5:9; 고린도후서 1:1) 그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교리 문제와 관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하는 서신을 바울에게 보냈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온 서신들 중 하나에 답장한 것이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

는 략 서기 54년경이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다. 

어떤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현 의 성도들도 과거 고린도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겪는다.

다음 권고 사항들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 아는 것이다.(고린도전서

2:9~16 참조)

•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정결해야 한다.(고린도전서

3:16~17; 6:19~20 참조)

•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 결혼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요건이다.(고린도전서 11:11 참

조)

•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조롱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1:27 참조)

•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린도전서

12:20~26 참조)

고린도전서1~4장

성령을통해하나가됨

교회 회원들은 때때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위에 둔다. 때문

에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깨닫

지 못한다.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고린도

전서 1~4장은 성령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공하며 또 여러분이 이

와 유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를 가르쳐 준다.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26~28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있는자들을부끄럽게 [할] …세상의약한것들”은누구를지칭하는가? (고린

도전서1:27) 바울은이말을세상에나아가사회각계각층사람들에게복음을가

르치는선교사들을가리켜쓴것이다. 그러면바울은선교사들이약한사람들이라

고생각했는가? 이와관련하여고든비힝클리회장은세상사람들이우리선교사

들을어떻게생각하는지에 하여이렇게말 했다.

“저는 국 방송 협회 라디오 방송사의 표와 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젊은 용모에 주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회장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풋내기 젊은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기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풋내기’란 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 드리자면, 그것은 미숙하고, 세상

물정에 어둡고, 세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웃으며 그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풋내기 젊은이들이라고요? 오늘날의 이

선교사들은 바울 시 의 디모데와 같습니다.(디모데전서 4:12 참조) …”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

다. 그들은 건전합니다. 그들은 총명하고, 빈틈없으며, 정직합니다. 그들은 단정

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빨리 신임합니다. …”

“풋내기 젊은이들이라고요? 네, 그들은 때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에게는 속임수란 게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때 궤변을 쓰지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애굽

흑해

지중해

예루살렘

고린도
아덴

Utterance 언변(5절) — 입으로 하는

말

Fellowship of his Son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하게 하시는(9절) — 교회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 즉

교제하는 것

Beseech 권하노니(10절) — 간청하다

Cephas 게바(12절) — 베드로

Prudent 총명한(19절) — 현명한,

학식있는

Disputer 변론가(20절) — 철학자

Foolish, weak, base things 미련

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27~28절)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는 겸손한 사람들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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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이

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입니

다. 그들의 힘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과 기도와 겸손함에서 오는 것입니

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51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14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

이 되었[다.]”(앨마서 42:10) 이 육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 다.(모사

이야서 3:19 참조) “육에 속한”사람들은 적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은 그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성령의 이끔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릴]”때에는 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모사이

야서 3:19)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1~3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근에 받아들인 개종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욕적인(세상적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

다. 바울은 그들을“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아직 밥을 먹

을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젖(우유)을 먹여 왔다고 말했다.(고린도전서 3:1~2 참

조) 우유는 단순한 복음의 가르침을 뜻하고 밥은 그보다 복잡한 교리를 뜻한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에게는) 복잡한 교리를 가르치기에 앞서 단순한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미 자신이 받았던 빛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적으

로 성숙 단계에 이른 사람들만이 복잡한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교리와 성약

50:24; 앨마서 12:9~11 참조)

고린도전서 4장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전서 1~4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가족에 해 이야기하기

사람들이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은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이 된

다.(모사이야서 15:11 참조) 고린도전서 1장 9~13절을 읽는다.

1. 고린도에 있는“그리스도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록한다.

2. 여러분이 큰 기쁨을 느꼈던 때나 가족 활동을 기술한다.

3. 여러분의 가족이 겪은 일 중에 그리스도의 가족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

심상치 않은 병으로 통증을 느낄 때, 여러분은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 가

겠는가? 경찰? 택시 운전 기사? 아니면 의사?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10~14절을 읽는다.

1. 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를 적는다.

2. “육에속한사람”이 적지식을얻는데어려움을느끼는이유를설명한다.

3. 모사이야서 3장 19절을 읽고 우리가 육에 속한 자신을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요건을 차례로 적는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읽고 여러분의 몸과 성전의 공통점을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상황이 성전인 몸에 어떻게 향을 주어 성령을 받을 수 있

는 능력을 제한하는지 설명한다.

1. 동식과 순희는 데이트하는 중이며 육체적인 관계까지 갖게 되었다.

2. 식이는 그의 친구들과 씹는 담배를 즐긴다.

3. 순호는 교회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피한다.

교회 지도자에게 보낼 짧은 편지 쓰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 충성스러워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의 충성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고린도전서 4장

참조) 고린도전서 4장 9~16절을 읽은 후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 중 한 사

람에게 보낼 짤막한 감사의 편지를 쓴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 해 가장 고맙

게 여기는 점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일을 하나 하나 적는다. (이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편지 내용을 여러분의 교사에게 보여 줄 수 있다.)

고린도전서5~7장

고린도성도들에게전하는바울의권고사항

고린도전서 5~7장에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고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다. 성도들은 범죄자들과 어떤 종류의 교

제를 하여야 합니까? 성도들은 어느 때 서로를 고소해도 괜찮습니까? 왜 결

혼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문제들에 한 바울의

권고 사항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한

다.

Howbeit 그러나(6절) — 그러나

Princes 통치자(6,8절) — 통치자

Spiritually discerned 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14절) —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

Stubble 짚(12절) — 수확 후 논밭

에 남아 있는 짧고 마른 곡물 줄기

Abide 그 로 있으면(14절) — 견뎌

지속하다.

Counsels of the hearts 마음의

뜻(5절) — 마음속의 비 , 즉 동기

In a figure 본을(6절) — 비유적으

로

(I have) transferred to 보 으니

(6절) — ~에 적용하 으니

Being defamed, we intreat 모욕

을 당한즉 권면하니(13절) — 우리에

하여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의

견 차이를 해결하려 한다.

Offscouring 찌꺼기(13절) — 쓰레

기,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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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회원이 죄를 지었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고린도전서 5:5)라는 말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차단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성령을 잃는 것이 포함

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력과 보호의 힘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이런 상태

에서 그들은 사탄이 주는 가혹한 시련을 혼자서 견뎌야 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9~12 — 바울은 이런 치명적인 범죄 행위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

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폭 수정하 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지 않으며 또한 유익한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6:19~20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십이사도 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육체는 자기의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 많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주님이 값으

로 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명백히 하 다.”(기이한 업적, 1979년

판, 300쪽)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29~33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보면 바울이“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린도전서 7:29)고 권고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심

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교

사업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아내가 없는 사람같이 지내야 할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전서 5~7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감독님을 접견함

여러분의 감독님에게 감독의 선도 평의회가 어떻게 교회를 돕고, 관련자를

회개하게 하여 완전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지를 설명

해 달라고 부탁한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은 다음, 여기에 나온 성구들과 감

독님이 설명한 것의 유사점에 하여 쓴다.

죄의 결과를 낱낱이 기록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질책하고, 그들이

불의할 경우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고린도

전서 6장 9~20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언급한 죄목을 적어도 다섯 가지 적고

그러한 죄가 범죄자 자신은 물론 범죄자의 가족과 교회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설명한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다

고린도전서 7장 10~11절을 읽는 동안“갈리다”라는 말을“이혼하다”로 바

꾸어 읽는다.(“버리다”라는 말도 이혼하다의 뜻임) 그리고 12~13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어구를 비회원으로 바꾸어 읽는다. 성구를 이와 같이 바꾸어

읽은 다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한 개의 절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교안 작성

고린도전서 7장 8~9절, 29~35절을 마치 바울이 선교사들에게 말 하는

것처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고 쓴다.

1. 이 교훈의 말 들이 전임 선교사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2. 고향에 있는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가 선교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8~11장

새로운회원들을위한권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서신을 띄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는 그

들에게 전한 바울의 답변을 보고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

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⑵ 하나님

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함, ⑶ 자신을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을 기

억해야 함.

Fornication 음행(1절) — 미혼 남

녀간의 성관계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에 퍼지다(6절) — 작은 누룩(효모)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죄가 그 범죄자 자신이나 전

체 회중에게 나쁜 향을 미친다는

뜻

Purge out 내버리다(7절) — 제거하

다. 회개하다

Malice 악의(8절) — 다른 사람을 해

치려는 마음

Go to law 고발하다(1, 6, 7절) —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Utterly a fault 뚜렷한 허물(7절)

— 완전한 실패

Defrauded 속이다(7절) — 속이다

Effeminate, nor abusers of

themselves with mankind 탐색

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9절) — 여

러 가지 동성애 범죄에 관련된 사람

들

Due benevolence 의무(3절) — 적

절한 친절한 행위

Incontinency 절제 못함(5절) — 자

제심이 없음

Bondage, bound 구애, 매이다(15,

27절) — 성약하에 있음

Circumcision 할례 받는 것(18,

19절) — 구약 시 에 이스라엘 자손

의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성약의 표시

Cast a snare upon you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35절) — 너희를 제

한하다

Comely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35

절) — 합당한, 존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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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4, 8~13 — 우상의 제물을 먹음

모세의 율법은 거짓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유

인 개종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교도들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여전히

마음이 상했다. 따라서 바울은 동료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10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2~12 —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각 남자의 머리”에, 남자를“여자의 머리”에

두셨다고 가르쳤다.(고린도전서 11:3) 이 말 은 지배와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의로운 신권 지도를 통한 질서와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다. 현명한 남자는 충실한 아내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다.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전서 8~11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현 의 성도로서 모범을 보임

고린도전서 8장 9~13절을 읽고, 우리는 악의 모양까지도 피하는 신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 의 성도로서 모범을 보인다. 고린도전서 8장 4

절, 8~13절을 공부하기 위하여“경전을 이해함”을 복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 계획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을 읽고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업을 무엇에 빗 어

썼는지를 찾아본다. 다음 도표를 여러분의 공책에 그린다. 여러분이 코치라고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운동 선수가 우승을 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계획하

고자 하는 신체 훈련 프로그램의 단계들을 차례로 적는다. 그러고 나서 이 훈

련 프로그램 계획을 선교 사업이나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적 훈

련 프로그램과 비교한다.

성구 익히기 — 고린도전서 10:13

바울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시험(유혹)이 우리

를 패배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앨마서 13장 28절을 읽고 우리

가 시험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앨마가 가

르쳐 준 세 가지 원리를 적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이“감당하

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않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 문장으로 쓴다.(고린도

전서 10:13)

성찬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교회 참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찬을 취

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0~34절을

읽는다. 다음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로 사

람들이 성찬을 취하도록 도움을 주는‘성찬

취하는 방법’을 작성한다. 그것을 작성할 때

사람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는 카드의 크기에

알맞게 간단히 작성한다.

고린도전서12~14장

의은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당시 미국 통령으로부터 우리 종교(교회)가 다른 종

교(교회)와 다른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성신의 은사

라고 답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을 성신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신다. 고린도전서 12~1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은 의

은사(들)을 찾는다.

Puffed up 교만하게 함(1절) — 교

만하게 함

Commendeth us not to God 하

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8절) —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는 뜻

Emboldened 담력을 얻어(10절) —

용기를 얻어

At his own charges 자기 비용으로

(7절) — 자신의 비용으로

Hinder 장애가 있게 하다(12절) —

전진을 늦추다

A dispensation of the Gospel is

committed unto me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17절) — 나는 나의 청지기

직분에 해 책임을 질 것이다

Temperate 절제하는(25절) — 온건

한, 자제하는

Corruptible 썩을(25절) — 세상적

인, 세속적인

Beateth the air 허공을 치다(26절)

— 싸우는 척 주먹으로 허공을 치다

Idolators 우상 숭배하는 자(7절) —

우상 숭배하는 자

The Lord’’s table 주의 잔(21절)

— 하나님의 의식(예: 성찬식 등)

The table of devils 귀신의 잔(21

절) — 마귀의 의식(예: 이교도들의 축

제 등)

Provoke 노여워하게 하다(22절) —

분노하게 하다

Shorn, shaven 깎다(6절) — 머리를

짧게 (또는 완전히) 깎다(바울 시 에

는 수치로 여겼음)

Heresies 파당(19절) — 허위, 그리

스도와 그리스도 교리에 한 거짓 설

Chastened 징계를 받음(32절) — 처

벌로 시정함

육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적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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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21~28 — 교회 회원은 왜 중요한 존재인가?

회원 개개인은 중요한 존재이며 교회에 저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다. 교회는 모

든 회원을 필요로 한다. 십이사도인 조셉 비 워

스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우리가 누

구이건, 우리의 재능, 능력, 재산, 교육, 경험

등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

손함과 기도와 부지런함과 신앙을 지니고 봉사

할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일에 부적합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미약해서 주님의 눈

에 띄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주

님은 우리의 필멸성에 관해 잘 알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4쪽)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4~11, 19 — 우리는 어느 때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언의 은사를 원하지 않

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주님은 제게 그것을 주셨습

니다. 저는 외국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적이 있었습니다. … 그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저의 신앙을

강화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의 성역을 도와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방

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음 교리 [1981년], 180쪽)

고린도전서 14:34~35 —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수(발언할 수) 있는가?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말(발언)하다”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다스리다”로

수정되어 있다. 교회에서 여자가 말(발언)하는 것은 물론 허락되어 있다.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전서 12~14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백과사전에 실릴 의 은사에 관한 설명문 작성하기

바울은 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가르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고린도

전서 12장 4~11절을 읽는다. 다음에는 백과사전에 싣기 위해 성령의 은사

에 한 교회의 견해를 설명하는 을 쓴다. 백과사전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

으므로 여러분의 설명을 50단어 이내의 한 문단으로 제한한다.

사랑

세로 칸을 두 개 그린다. 한 칸의 상단에는‘사랑은 — ’이라는 표제어를 쓰

고 다른 칸 상단에는‘사랑은 — 하지 아니한다’를 써 놓는다. 고린도전서 13

장 1~7절, 13절을 읽으면서 각 구를 해당 표제어 밑에 차례로 기입한다. 다

음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 주었던 때를 묘사하는 것으로 끝

을 맺는다.

나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9~12절을 읽고, 이 성구가 적 성장에 하여 무엇을 가

르쳐 주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다음에는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 중

그들이 아직도 유치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성을 서너 가지 든

다. 이번에는 적 성숙도가 복음 안에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가진 다른 특성을 이야기한다.

교회 내의 질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내의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린도전

서 14:26~40 참조) 아래의 각 항목이 교회내의 질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다.

1.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4:26)

2.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31절)

3. “하나님은무질서의하나님이아니시요오직화평의하나님이시니라”(33절)

4. “그들(여자)에게다스리는것을허락함이없나니”(조셉스미스역성경, 34절)

5.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40절)

고린도전서15~16장

부활에관한교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셨다. 그

분의 선물로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 되었다. 온 인류는 부활하여 불멸을 누

릴 것이다.

Diversities, divers 여러 가지(4,

6, 10절) — 여러 가지의

Diversities of operations 사역은

여러 가지나(6절) — 이러한 은사들

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나

Body is not one member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14절) —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진 조직체라는 뜻

Schism 분쟁(25절) — 분열

Charity 사랑(1절)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서 7:47)

Vaunteth not itself 자랑하지 아니

하며(4절) — 자랑하다, 허풍떨다

Provoke 성내다(5절) — 성가시게

하다, 분노하다

That which is in part 부분적으로

하던 것(10절) — 불완전한 것

See through a glass, darkly 거

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12절)

— 거울에 비친 희미한 형체를 보다

Edification 덕을 세움(3절) — 적

인 발전

Exhortation 권면(3절) — 격려, 권

고

Signification 뜻(10절) — 뜻, 의미

Course 차례를 따라(27절) — 순서

를 따라, 질서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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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 시 에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고린도전

서 15~16장을 읽으면서 세 가지 등급의 광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

를 위한 리 의식에 관한 교리상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진실성에 하여 바

울이 강력히 증거하는 말 을 찾는다.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29 — 죽은 자를 위한 리 침례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 리 침례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은 실재하며 죽은 자를 위한 리 의식은

의식을 베푸는 사람은 물론 죽은 자들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준다고 증거하

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성도들은 의 세계에서 가르치도

록 임명된 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죽은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아줄 특권

이 있습니다. … 죽은 친척들을 신해서 행하는 이 의식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도 위태롭게 합니다.”(교회 정사, 4:231쪽; 성도의 벗, 1991년 1월

호, 5쪽)

고린도전서 15:40~42 — 하늘에 속한 형체, 달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순간에, 또는 같은 광으

로 죽음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봉사할 것이다.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맨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다음 도표는 부활의 순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린도전서 15:42~54 —“썩을 것 … 썩지 아니할 것”

바울은 죽음을 뜻하기 위하여‘썩을 것’이란 단어를 사용하 고 불멸을 뜻하기 위

하여‘썩지 아니할 것’이란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고린도전서 15:42~54 참조)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전과 동일한 육신을 받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

은 질병과 부패와 불완전함 등이 없는 완전한 모양으로 화롭게 되어 멸하지 않

을 것이다.(앨마서 11:42~45 참조)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전서 15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고린도전서 15:20~22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에서 시작하는 성구들을 계속해서 차례로 쓴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성구를 적어도

다섯 개 더 찾아낸다. 여러분이 원하면 이 참조 성구들을 여러분의 경전 여백

부분에 표시해 놓을 수도 있다. 

성구 익히기 — 고린도전서 15:29

죽은 자를 위한 리 침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다 온 사람을 접견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있으면 자신의 경험에 해 써도 좋다)

다음의 질문 사항에 한 답변을 기록한다.

1. 죽은 자를 위한 리 침례 봉사를 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

가?

Vain 헛되이(2, 14, 17절) — 헛되이

Fallen asleep 잠들었으며(6절) —

죽었으며

First fruits 첫 열매(20, 23절) —

부활된 첫 번째

Subdued 복종하게 하심(28절) — 복

종하게 하심

Quickened 살아나다(36절) — 생명

을 받다

Quickening spirit 살려 주는 (45

절) — 화로운 완전한 몸을 가진 불

멸의 인간

( 략적인 기간)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복천년

해의 광

달의 광

별의 광

광이 없는 상태

“그리스도의 것, 첫 열매”(교리

와 성약 88:98)

일부 해의 광에 속할 자들은

복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자들”(교리와 성약

88:99)

달의 광에 속할 자들은 복천

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 아래 있음이 발견되는 사

람의 들”(교리와 성약

88:100)

별의 광에 속할 자들은 복천

년 끝에 부활할 것이다.

“여전히 더러운 채로 남아 있을

자들”(교리와 성약 88:102)

여전히 더러움에 처할 자들은

그밖의 모든 자들이 부활된 연

후에 부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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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이 한 봉사는 죽은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3. 여러분은 왜 죽은 자를 위한 리 침례가 그토록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

는가?

성구 익히기 — 고린도전서 15:40~42

비회원이 선교사에게 부활이나 세 가지 등급의 광에 관하여 질문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세 가지 쓴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구들

을 활용하여 세 가지 질문에 한 답변을 쓴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낸 이유

고린도 지부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 바울의 그전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

의 적 발전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속 권고가 필요했

다.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

었고 또 계속해서 임무에 충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고린도후서1~3장

은살리는것임이니라

교회에 입교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초적인 복음 원리를 비롯해서 교회 회원

의 독특한 표준과 관습을 배울 때 과도기를 겪는다. 침례를 받았다 해서 새

로운 개종자들이 그 전에 따랐던 관습과 거짓 가르침을 자동적으로 잊어버

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으면 고린도

성도들이 적 복지에 필수적인 기초 복음 원리를 다시 생각하도록 깨우치

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바울의 사랑 가득한 교수 방법은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었는가?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3장

마게도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 디도는 바울이 보낸 서신에 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바울에게 알려 주었다. 디도는 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 으나

거부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냈

다.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계속 그들을 가르쳤고 복음 교사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그

들이 받아들이도록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을 다시 방문하겠다

는 약속도 했다.

아시아
무시아

브루기아
바울은 에베소에 2년간

체류하 다. 그 동안에

그는 고린도전서를 썼

다. 그는 에베소에서 마

게도냐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베소
아가야

고린도

지중해

흑해

루디아

Abound, aboundeth 넘치다(5절)

— 풍성하게 공급되다

Consolation 위로(5~7절) — 위

로, 위안

Pressed out of measure 힘에겹

도록심한고난을당하여(8절) —감

당할수없을만큼괴로움을당하여

Bestowed 얻은(11절) — 주어진,

얻은

Fleshly 육체의(12절) — 세상적인,

세속적인

Was thus minded 이렇게 계획하

다(17절) — 계획을 세웠다.

Yea and nay 예와 아니오(17~19

절) — 예와 아니오

Earnest 보증(22절) — 약속

Lest 을까 염려함이요(3, 7절) —

하지 않을까 염려하다(두려워서)

Overmuch 너무 많은(7절) — 지

나친, 과도한

Savour 냄새(14~16절) — 감미로

운 냄새, 향기

Commend, commendation 추

천하다(1절) — 추천(천거)하다

Ministration of death,

ministration of condemnation

죽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7, 9

절) — 모세의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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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3:2~4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 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석판이나

경전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들의 육신에 씌어진 것이다. 따라서 성도

들은 진리에 한 살아 있는 편지이며 그들의 생활이 기록된 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펴져 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414쪽)

고린도후서 3:6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 했다.

“바울은‘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은 살리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

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일에 초점을 두어

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직관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

나 우리는 사소한 일이나 표면적인 또는 자랑스러운 일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3~59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이 사

업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4쪽)이라고

말 했다.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후서 1~3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요약하기

필멸성은 고난을 불러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필멸의 육신을 통한 경험의

일부분으로 고난을 겪어야 했다. 고린도후서 1장 3~7절에서 우리는 고난의

결과로 올 수 있는 몇 가지 축복에 하여 배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각 구

절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쓴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고린도후서 2장 1~11절과 교리와 성약 64편 10절을 공부한다. 여러분에게

다음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이 성구들을 활용하여 그 친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1. 여러분의 친구 민희는 교회에서 파문 당한 그녀의 아버지에 한 원한에

사무치게 되었다. 민희는 자신의 아버지를 왜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는다.

2. 동철은 승인도 받지 않고 친구의 차를 사용하다가 차를 망가뜨렸다. 그러

나 동철에게는 차를 수리할 돈이 없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장 완성하기

고린도후서 3장 2~18절과“경전을 이해함”편을 읽으면서 다음 문장들을 완

성시킬 생각(개념)을 찾는다.

1. 우리의 편지가“마음에”씌어졌다는 말은 … 을 뜻한다.

2. 복음에 해“ 은 살리는 것”이라 한 것은 … 때문이다.

3.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광)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

리라고 명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얼굴은 …

고린도후서4~6장

“믿음으로행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일이 원하는 로 이루어지

지 않는 이유에 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바울은 선한 사람에

게도 불행한 일은 일어나며 인생은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

실 힘이 있으며 원한 세계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으심을 증거하

다. 구주의 권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4~6장에서 배운다.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후서 4장

Ministration of the spirit,

ministration of righteousness

의 직분, 의의 직분(8~9절) — 예

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Abolished 없어질(13절) — 제거하

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Vail 수건(14~16절) — 시야와 이해

를 가리거나 제한하는 것

Glass 거울(18절) — 거울

Renounced 버리고(2절) — 거부하

고, 거절하는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4절) — 사탄

Earthen vessels 질그릇(7절) — 우

리의 필멸의 몸

Redound 돌리게 하다(15절) — 넘

치게 하다. 범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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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4:17 — 환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크고 원한 축복이 온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안헬 아브레

아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 하 다. “만일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시기일지라도 신앙

안에서 참을성 있게 견딘다면, 소망과 평

안의 축복이 찾아올 것임을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

이 받았던‘심히 큰 기쁨’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앨마서 27:17~18; 28:8 참

조) 그러므로 조셉 스미스의 말 로‘하

나님의 성도들이여, 좀 더 굳건히 서서 단

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폭

풍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치른 고통과 환난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3쪽;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27쪽)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18~20 — 하나님의 뜻을 따름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러한즉 나의 사랑

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니파

이후서 10:24)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14~17 —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함

“좋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큰 향을 미

치듯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향을 미칠 것입

니다. 친구들과 서로 공감하는 가치관을 함께 나눌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 중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사려깊게 하고 좋은 친구들의 향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함께 복음 생활의 높은 표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

여, 9쪽)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후서 4~6장을 학습하면서 가 또는 나의 활동을 한다.

소망 속의 시련

삶은 불행하고 힘들 수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성령은 어려운 시기에도 현세의 고난

이 생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고린도후서 4

장 8~18절을 읽고 현세의 고난은 원한 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 을 하나 하나 기록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1~18절을 읽고 아래의 말 들이 각기 무엇을 뜻하는지 여

러분의 견해를 설명한다. 설명할 때 여러분의 경우 그 말 을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린도후서 6:14) (멍에는 소들

에게 일을 시킬 때 소들을 함께 묶는 나무로 된 장치다)

2.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17절)

3.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17절)

고린도후서7장

하나님의뜻 로하는근심

바울은 진실한 회개에는“하나님의 뜻 로 하는 근심”이 따라야 한다고 가

르쳤다.(고린도후서 7:10) 고린도후서 7장을 학습하면서 에즈라 태프트 벤

슨 회장의 다음 말 을 깊이 생각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 행한 일에

해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 그들

의 행동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참함을 야기하기 때문입

니다. 때로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생

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감정은‘하나님의 뜻 로 하는 근심’이 아

닙니다. …‘하나님의 뜻 로 하는 근심’은 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자 가운데 가장 위

한 분이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하고 예리하게 자각하는 것입니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온 몸의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

Earthly house of this

tabernacle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1절) — 우리의 필멸의 몸

Building of God 하나님께서 지으

신 집(1절) — 광스럽게 된, 부활된

몸

Clothed upon 덧입다(2절) — 부활

하다

Earnest 보증(5절) — 담보, 보증

Sober 정신이 온전한(13절) — (마

음이) 진지한, 진정한

Constraineth 강권하다(14절) —

강요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Succoured 돕다(2절) — 위로하다,

돕다

Stripes 매 맞음(5절) — 매로 침, 채

찍질

Love unfeigned 거짓이 없는 사랑

(6절) — 순수한 사랑

Straitened 좁아지다(12절) — 제한

하다, 괴롭히다.

Bowels 심정(12절) — 애정, 애착심

Belial 벨리알(15절) — 사악함

Infidel 믿지 않는 자(15절) — 믿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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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이 현실적, 정신적, 적인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교리와 성약 20:37)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참된 회개의 절

적인 선행 요건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마음의 큰 변화”, 성

도의 벗, 1990년 3월호, 4~5쪽)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후서 7장

Vehement desire 사모함(11절) — 간절히 바람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후서 7장을 학습하면서 활동을 한다.

충고(조언)하기

고린도후서 7장 8~11절과 앞에 인용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말 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리아호나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십 들의 질문에

답하는 특별 기고란의 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여러분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을 경우 회개에 관하여 조언하고 싶은 말을 쓴

다.

1. 좋아요, 저는 상점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하지만 모든 사

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요. 그것은 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안 그래요?

2. 저는 감독님에게 말 드렸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전부 고백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요.

3. 저는 감독님께 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일에 해서 단지 기도만 하면

충분한 회개가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8~10장

은사와주는것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

게 주신 특별한 은사에 하여 썼다.(고린도후서 8:9 참조) 그는 또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주려고 노력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린도후서 9:7 참조)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

리가 받은 은사에 해 주님께 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린도후서

10:16~18 참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11장

복음을위한바울의희생

바울은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를 치뤄야 했다.

여러분은 귀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겪은 시련에 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선교사로서 겪었던

고난의 일부에 해 읽게 될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시련을 통해 배울 수 있

었을 교훈과 그가 어떻게 시련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후서 11장

Forty stripes save one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24절) — 39 의 매를

맞음 (보통매나 회초리로) 

Perils 위험(26절) — 위험

With a garrison 성을 지키다(32

절) — 경비병들을 배치시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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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고린도후서 11장을 학습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선교사 접견하기

여러분이 아는 귀환 선교사와 함께 고

린도후서 11장 24~33절을 읽은 다

음, 그에게 다음 사항에 하여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한다.

1. 선교사업동안겪었던시련

2. 그 시련은 바울이 겪은 시련과 어

떻게 비교되는가?

3.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 는가?

시련이 우리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는지 짧게 한 단락으로 쓴다. 

고린도후서12~13장

바울이셋째하늘에이끌려감

바울은 그가“셋째 하늘(해의 왕국)에 이끌려”갔다고 썼다.(고린도후서

12:2) 1836년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역시 해의 왕국의 시현을 보았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갈 심히 아름다운 문을 보았는데, 이는 마

치 원형으로 도는 불꽃같더라.”

“또한 하나님의 타오르듯 빛나는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아버지 또한 아들

이 앉아 계시더라.”

“나는 그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았는데 그 모양은 금으로 포장된 것 같

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2~4)

경전을 이해함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2 — 바울이 해의 왕국을 봄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 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썼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해의 왕국입니다.”(Mortal Messiah, 4:394)

고린도후서 12:7 —“육체에 가시”

바울에게 고통을 준“육체에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경전에도, 현 의 계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신체적 장애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고,

그 때문에 선교 사업이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1 —“두세 증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말 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

우신다. 이를 증거의 법이라고 한다.(니파이후서 11: 3~4; 교리와 성약 6:28

참조) 오늘날에도 신권 의식은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13:11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입맞춤이 따뜻한 환 을 의미하는 인사로 수정되어 있

다.

경전을 공부함

고린도후서 12~13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성구 이해하는 방법 배우기

짝 지어진 다음 성구들을 읽고 첫 번째 성구가 두 번째 성구의 바울의 말 을

더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1. 교리와 성약 137:1~5과 고린도후서 12:1~4

2. 이더서 12:27과 고린도후서 12:5~10

좋아하는 성구 선택하기

고린도후서 1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구 하

나를 고른다. 그 성구를 공책에 적고 그 성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전 세

필멸성 육체적인
사망

의 세계

낙원

옥

부활

최
후
의

심
판

무덤

셋째 하늘 —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바깥

어둠의 곳

Unspeakable 표현할 수 없는(4절)

— 표현할 수 없는, 아마 너무 성스

러워서 말할 수 없다는 뜻

Buffet 치다(7절) — 학 (혹사)하다

Bewail 슬퍼하다(21절) — 한탄하

다. 슬퍼하다

Lasciviousness 호색(21절) — 방

종한 정욕

Reprobates 버림 받은 자(5절) —

합당치 않은 자, 혹은 시험에 진자

To edification, and not to

destruction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10절) — 정죄하지 않고 강화

시키기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울은“갈라디아 여러 교회”(갈라디아서 1:2), 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

러 지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중부 터키 지역에 위

치해 있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 교회 초기에 자주 일어나던 문제들 때문에 고심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 인 개종자들 중에는 아직도 모세의 율

법의 어떤 부분들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사실 모세의 율법이 항상 복음의 일부분이었던 것은 아니다. 태초에 하

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는데 이는 믿음

과 의를 행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그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복음에 추가된 것이었다. 하위의 율법인 모세

의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아브라함이 가졌던 충만한 복음

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과 유

인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로 충실하게 살도록 권고하기 위해 그들

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찾아야 할 원리

이 서한에서 바울은 후기 성도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갈라디아

의 초기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 2:16 참조) 오늘

의 교회에 그와 비슷한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 즉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

다.(갈라디아서 2:16~21)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도 된

다.(갈라디아서 3장 참조)

• 성령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죄에 더 잘 저항하도록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갈라디아서 5장 참조)

갈라디아서1~2장

거짓교사들은
참된복음을왜곡시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어

유 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에 관한 율법을 지

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본 페이지에 있는“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참조할 것).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거

하여 복음을 어떻게 수호했는지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14 —“내 조상의 전통”

바울이 쓴“내 조상의 전통”은 그의 가문이 로 지켜 온 유 교 전통을 의미한

다. 바울은 젊었을 때 바리새인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사도행전 26:5 참조) 바

리새인들은 유 인 교사들이 가르친 법규와 개인적인 의견은 경전만큼이나 중요

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감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법규를 지키는 데 매우 열성

적이고 엄격했었다.(마가복음 7:10~13 참조)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7~9 —“할례자”와“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사도 바울은 이방인(“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 인(“할례자”)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풀도록 지시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11~16 —“게바(베드로)가 … 이르 을 때, 내가 그를 면하여 책망

하 노라”

바울은 자신과 베드로와의 의견 차이에 해서 전부 밝히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유 인 개종자들을 화나게 할까 봐 유 인 전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방인 개

종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중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을 충실히 지키기보다는 유 인 전통에 굴복하려는 베드로의 그런 태도에 해

갈라디아서

131

지중해

리비아

아시아

갈라디아

애굽
예루살렘

흑해

Pervert 변하려 하다(7절) — (뜻을)

왜곡하다

Accursed 저주를 받다(8절) — 저

주를 받다

Separated me 나를 택정하시고

(15절) — 나를 성별하시고

I conferred not with flesh and

blood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

니하고(16절) — 나는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To whom we gave . . . not for an

hour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

으니(5절) —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

하지 않았다는 뜻

Contrariwise 도리어(7절) — 반

로, 한편으로는

Wrought effectually 역사하사(8

절) — 효율적으로 작용하다

Cephas 게바(9절) — 사도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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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맞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

과 같이 썼다. “만약 (사실을 밝혀 주는) 완전한 기사가 있다면,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태도를 바꿔 유 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유 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도록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2:464)

경전을 공부함

갈라디아서 1~2장을 학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바울의 메시지 요약하기

갈라디아서 1~2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에 한 우려를 표명

하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부름과 자신이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를 변호했다. 

1. 다음 질문 사항에 답함으로써 갈라디아서 1~2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다.(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교제에 실린 갈라디아서의 소개 부분과 갈라디

아서 1~2장의“경전을 이해함”부분을 참조한다.)

ㄱ. 갈리디아 성도들에 한 바울의 주된 우려는 무엇이었을 것으로 생각

되는가?

ㄴ.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유 인 회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

던“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갈리디아서 1:8~9 참조) 왜 그것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인가?

ㄷ.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일에 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2.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는“다른 복음”몇 가지를 여러분의

공책에 기록한다. (여기서“다른 복음”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 신에 퍼뜨리는 거짓 교리를 뜻함)

갈라디아서3~6장

믿음의복음은모세의율법이전부터있었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

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오

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을 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따름으

로써 의롭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곧 갈라디

아 성도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왔을 때 충만한 복음에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

며,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높

은 차원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가르쳤다.

이높은율법인 복음의 성약을맺고지킴으로써우리는하나님의자녀가되

고 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성령을따라행하”(갈라디아서5:16)려

하면우리가거듭나도록 하나님이도와주신다는사실에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2~5 — 믿음과 성령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듣고 믿음으로”(갈라디아

서 3:2, 5)써 그렇게 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

도에 한 간증을 얻은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 기 때문이지 모세의 율

법에 순종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을 들을 때 생깁니다.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의 을 수반합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43쪽)

갈라디아서 3:8~11, 24 —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올바르게”되는 것 또는“의롭게 되는 것”은 무죄임을 선고받는 것, 정결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가르쳤다. 낮은 모세의 율법도 높은

복음의 법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

속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복음의 법에 순종

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6~19 — 아브라함의 성약과 모세의 율법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과 구주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올 것임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후 이스라엘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하도록 잠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추가로 주어졌다고 해서 구주께서 오시고

복음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5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교리

와 성약 11:30; 35:2; 39:1~6; 45:8; 요한복음 1:12) 그러나 하나님의 아

들이 되는 자격은 단지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교회

회원이 된 후 계속 헌신적인 신앙이 뒤따를 경우에 한해 그러한 높은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로마서 8:14~18; 갈라디아서 3:26~29;

Before whose eyes . . . crucified

among you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1절)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가

르침이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

는데

Heathen 이방(8절) — 아브라함의

가계나 혈통에 속하지 않는 자들

Though it be but a man’’s

covenant . . . man disannuleth

사람의 언약이라도 … 아무나 폐하

… 지 못하느니라(15절) — 사람의

언약이나 계약도 법적으로 취소하거

나 변경할 수 없다

Mediator 중보(19, 20절) —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중

재자

Tutors and governors 후견인과

청지기(2절) — 교사와 후견인(보호자)

Ye observe days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 를 삼가 지키니(10절) — 모

세의 율법의 일부분이었던 성일과 축

제일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

Zealously affect you 너희를 하

여 열심 내는 것(17절) — 너희를 열

심히 변화시키려는 것

Travail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19절)

— 고통을 받다

Allegory 비유(24절) — 상징을 사용

하여 삶에 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야

기

Gendereth 낳다(24절) — 낳다, 출

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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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하나님의 아들들은 각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충만함을 상속받는‘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마서 8:17)’가 된다.(교리와 성약 93:17~23)”(몰몬 교리, 745

쪽)

갈라디아서 4:22~31 — 두 언약의 비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의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 두 언약의 비유를 들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에 비유하 다. 

바울은 또 모세의 율법과 유 인들의 유전(전통)을“종의 멍에”에 비유하 다.
(갈라디아서 5:1)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2~6 — 율법을 신뢰하는 것

바울은 이 구절에서‘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했다. 그는 유

인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 조항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한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복음의 법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17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면서 받은 고난을 언급

했다.(고린도후서 11:23~25; 빌립보서 3:10 참조)

경전을 공부함

갈라디아서 3~6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 나 또는 다

를 한다.

모세 율법의 목적

갈라디아서 3장을 복습하다.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도 의롭

게 살 수 있었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여기서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갈라디아서 3장의“경전을 이해함”(132쪽)을 참조한다.)

시험 문제 만들기

갈라디아서 4~6장을 복습한 다음 활동‘가’의 질문을 예로 삼아서 좋은 시험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 질문을 6개(각 장마다 두 개씩) 더 작성한다. 각

문제 뒤에 정답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분의 적인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울은 심령과 육체는 서로를 거스려 투쟁을 계속한다고 가르쳤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하고 있는가?

1. 여러분의 공책에 세로 칸을 두 개 그린다. 한 개의 세로 칸 상단에는 제목

으로서“육체의 행위”를 쓰고, 다른 세로 칸에는“성령의 열매”를 쓴다.

갈라디아서 5장 16~26절을 읽고 위의 각 제목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문구를 해당 세로 칸에 차례로 기입한다. 다음에는 기입한 각 제목의 목록

을 보고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의 적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

단한다. 

2. 갈라디아서 6장 1~9절을 읽는다. 여러분의 적 투쟁을 도울 성령의 열

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적는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상징한다

하갈: 육체를 따라 아들 이스마엘을

자연스럽게 낳은 계집종

사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적

적으로 낳은 자유의 여인

바울이 비유에 쓴 하갈과 이스마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속박을 상징한다. 또한 로마에 속박되

어 있었던 지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

기도 한다.

사라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함께 가져온 자유를 상징한

다. 그리고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하

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는 유 인들은

속박(종)의 자녀들이다. 유 인들은 마

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멸시(핍박)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포함

된 각종 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

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Persuasion 권면(8절) — 믿음

Leaven, leaveneth 누룩(9절) — 누

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소다. 바

울은 사소한 거짓 교리가 온 교회 회

원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An occasion to the flesh 육체의

기회(13절) —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한

구실

Lasciviousness 호색(19절) — 사악

한 욕망, 사악한 행위

Variance 분쟁(20절) — 논쟁, 싸움

Emulations 시기(20절) — 시기, 질

투

Overtaken in a fault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1절) — 범법하고 있

음이 드러남

Communicate unto 함께 하라(6

절) — ~에게 이야기 해 주다.

Corruption 썩어진 것(8절) — 파

멸, 적인 사망



에베소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위치하는 에베소에서 살았다. 에베소는

에게 해의 중요한 통상 및 문화 중심지 고 아르테미스(다이애나) 여신의 예

배 중심지 다. 다이애나 신전은 고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 으며 에베소

상인들에게는 부의 원천이었다.(사도행전 19:24~27 참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

바울은 배도의 기운을 막고 일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서

한들을 썼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에베소서)은 이와

는 다르다. 에베소서는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교리상의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교훈의 보고이다.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빛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이 서한을 서기 60년경 로마 감옥에서

썼다.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할 교훈

에베소서는 후기 성도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를 담고 있다. 에베소서에

서 우리는 예임에 관한 교리, 때가 찬 경륜의 시 , 교회에 선지자와 십이사

도들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 단지 참되고 연합된 한 개의 교회만 있어야 한

다는 생각(개념), 교회 조직은 절 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

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서한에서 우리는 또한 가정의 역할에 한 가장 숭고

한 경전상의 가르침 몇 가지와 합당한 가정 생활의 중요성도 찾아볼 수 있다. 

에베소서1~3장

예수그리스도교회의
핵심적인교리

만일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에베소서의 처음 3개 장의 내용을 후기 성도들

이 이해하듯이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없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파의 교회도 없을 것이다. 에베소서를 공

부하는 동안 바울이 가르친 신회, 예임, 은혜, 속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4~5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배우고 의롭게 살려는 욕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

다. 바울은 서한에 하나님께서“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썼다.(에베소서 1:4~5)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전세에서“택하

심”을 받아 일정한 직분(부름)에“예정”(예임)되어 있었다. 이는 진리를 하는 사

람들의 태도가 각기 다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임은 전세에서의 의로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뛰어난 헌신에 한 축

복, 즉 보상이다. 이스라엘 가문에서의 출생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상속은 흔히 헌신적인 들의 생득권으로 간주된다. (에베소서 1:4,

로마서 9:4 참조) 현세에서건 다음 세상에서건 이 축복과 권리를 얻고자 선택하

는 자들은 누구나 이 축복과 권리를 앞으로도 얻을 수 있다.”(Daniel H. Ludlow

편, Encyclopedia of Mormonism, 5권[1992년], 2:522)

에베소서 1:9~10 —“때가 찬 경륜(의 시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사의 여러 시 에서 복음을 인간에게 드러내셨다. 아담,

노아, 모세에게 주신 계시가 그러한 예들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계시

된 마지막 경륜의 시 (즉, 우리의 시 )가 바울에 의해 예언되었었다. 그는 이 마

지막 경륜의 시 를“때가 찬 경륜(의 시 )”라고 칭했다.(에베소서 1:9) 우리 시

가 이러한 명칭을 받은 것은 이전의 각 경륜의 시 의 일부 던 모든 것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 에 통일될 것이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128:18)

에베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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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

예루살렘

지중해

에게 해
아덴

Predestinate 예정하다(5, 11절) —

예임하다. 특정한 축복을 받거나 임무

를 맡도록 전세에서 선택된

Adoption of children 아들들이 되

게 하셨으니(5절) — 하나님의 자녀로

서 적으로 거듭나는 것.(모사이야서

27:25~26 참조)

Prudence 총명(8절) — 이해력

The mystery of his will 그 뜻의

비 (9절) —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해할 수도 성스럽게 보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 하나님의 계

획에 관한 진리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14절) — 해

의 왕국을 상속받는 보증

All principality 모든 통치와(21절)

— 모든 왕이나 통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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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13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약속의성령이란침례, 확인, 성임, 결혼 등의 모든 의식에 승인 도장을찍는성신

입니다. 여기서약속이란 우리가 충실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나, 성임, 결혼, 그밖의 어떤 것이든 성약을 깨뜨리면

은 승인의 도장을 취소하게 되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1권

43쪽 참조;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4~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 행위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들은‘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하는 바

울의 말 이 우리의 행위는 우리 구원의 여부에 전혀 향을 끼치지 못하고 구원

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행함이 없는 믿음

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가르침과는 정반 되는 견해다.(야고보서

2:10~26)

몰몬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는 이 중요한 교리를 분명히 하는 데 도

움이 된다.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받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

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로마서 3:20~23; 니파이후서 2:5 참조) 그러나 그것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계명

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마태복음 7:21;

야고보서 2:17~19 참조)

(위에) 실린 삽화가 보여 주듯이, 우리는 모두 수 을 할 줄 몰라서 강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구주는 강가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뭇가지

를 내미신다. 나뭇가지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

한다. 이 은혜의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나뭇가

지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 어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

다. 그러나 이 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하기를 기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 나뭇가지를 붙잡

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선지자 니파이가 말했듯이“우리가 할 수 있

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니파이후서 25:23)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14~17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세 율법을 끝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마가복음 16:15~16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

암아 유 인과 이방인을 벽처럼 갈라놓았던 증오(적 심)가 폐지(제거)되었다.

에베소서 2:19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자신을 준비한다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은 외톨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살펴 줄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20 —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는 참된 교회에 필수적인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증거

하 다. “(참된 교회의) 또 하나의 중

요한 표징은 교회가 살아 있는 선지

자를 통해 끊임없는 계시로 인도된다

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선

지자들을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리라고 아모스가 말

했습니다.(아모스 3:7 참조) 회복된

이 거룩한 교회는 하늘로부터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는 살아 있는 선견자

와 계시자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

니다.”(Ensign, 1979년 5월호,

22~23쪽)

에베소서 3장

경전을 공부함

에베소서 1~3장을 학습하면서 다와 그 외 다음 활동 가, 나, 라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한다.

교리 찾기

에베소서 1장을 복습하여 신회의 성격을 묘사한 성구를 적어도 세 개를 찾아

낸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이들 성

구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설명한다.

적 축복을 찾음

에베소서 1장 3~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충실한 자들이 받

는 적 축복을 몇 가지 이야기했다. 그 축복 하나 하나를 적고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Quickened 살리셨도다(1, 5절) —

살리다.

Course 풍조(2절) — 풍속, 풍습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2절) — 사

탄

Uncircumcision 무할례당(11절) —

이방인

Circumcision 할례당(11절) — 유

인

Nigh 가까운(13, 17절) — 가까운

Dispensation of the grace of

God . . . to you~ward 너희를 위하

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

륜(2절) —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

역을 베풀도록 바울에게 주신 권능과

은혜

Mystery 비 (3, 9절) — 계시를 통

해서만 알려질 수 있고 성스럽게 보존

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

Principalities 통치자(10절) — 지배

자들이 다스리는 지역

In whom we have boldness . . .

by the faith of him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 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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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설명하기

1. 에베소서 2장 4~10절을 복습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20절을

읽는다. 이 두 성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옳은 말 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도움을 얻기 위해“경전을 이해함”편

의 에베소서 2:4~10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 구원을 받았으니”부분을

참조한다.)

2. 위“경전을 이해함”편에 나와 있는 삽화와 같은 그림을 하나 그린 다음,

구주, 우리들, 현세의 우리의 상태와 속죄를 나타내기 위해 해당 부분에

명칭을 적는다.

다음 설명 로 그림을 그림

에베소서 2장 18~2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건물(목적에 맞도록 잘 지어진 건물)과 같다고 가르쳤다. 바울이

말한 교회 조직을 나타내는 건물 그림을 하나 그린다. 

에베소서4~6장

그리스도의제자의특징

만일 사람이 에베소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믿고 그 로 실천

한다면,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에베소서 4~6장을 읽고 바울이 그리

스도의 참된 제자를 어떻게 묘사하 는지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8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놓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사로잡혔

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에베소서 4:8)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불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음을

뜻한다.

에베소서 4:15~16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18절에서 그랬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육체와 같다고 가르쳤다. 모든 지체가 각기

그 기능을 다 할 때 온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22~33 —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고함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바울의 권고에 반 한다. 그

들의 그러한 반 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비롯

된 것이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원한 계획에

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

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

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6월호, 10~11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14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허리”라는 말은 엉덩이에서 허리의 잘룩한 부분까지를 뜻한다. “띠고”란 말은 입

거나 싼다는 뜻이다.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라](에베소서 6:14)”는 말은 진

리와 순결과 덕으로 입히고, 감싸고, 덮이고, 보호받으라는 뜻이다.

경전을 공부함

에베소서 4~6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에베소서 4:11~14

1.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가? 여러분의 공책에 다

음의 도표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14절을 공부하면서 문장에서 빠진

부분을 기입한다.

Ascend 올라가시다(8~10절) — 올

라가시다

Descend 내리시다(9~10절) — 내리

시다, 내려가시다.

Edifying 세우려, 덕을 세우는(12,

29절) — 덕을 쌓다, 세우다.

The stature of the fu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

만한 데까지 이르리니(13절) — 그리

스도의 광의 수준까지 이르리니

Sleight 속임수(14절) — 거짓말을

함, 속임

Vanity 허망한 것(17절) — 공허함,

허약함, 진실이 없음.

Alienated 떠나 있도다(18절) — 끊

어지다. 모르는 사람이 되다.

Lasciviousness 방탕(19절) — 방종

한 욕정, 억제하지 않는 정욕

Former conversation 구습(22절)

— 이전의 행동들

Malice 악의(31절) — 악한 생각과

행동

Sweetsmelling savour 향기로운 제

물(2절) —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을 뜻함

Covetousness 탐욕(3절) — 탐욕,

시기

Jesting 희롱의 말(4절) — 음란한

말, 구역질 나는 말

Whoremonger 음행하는 자(5절) —

성적 죄를 범한 사람

Reprove, reproved 책망하라(11,

13절) — 책망하라, 질책하라

Made manifest 드러나다(13절) —

나타나다, 드러나다

Circumspect 자세히 주의하여(15

절) — 신중(현명)하게, 정확하게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

라(16절) — 시간을 선용하라

Submitting, submit 복종하라

(21~22절) — 양보하라, 협조하라

Reverence 존경하라(33절) — 존경

하라

Wrath 노엽게(4절) — 성나게

Nurture and Admonition 교훈과

훈계(4절) — 가르치고 훈련시킴

Eyeservice 눈가림(6절) — 누가 지

켜보고 있을 때 하는 척 함

Respect of persons 외모로 사람을

취함(9절) —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

함

Supplication 간구(18절) — 간청하

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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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교회가 주님의 지시 로 조직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본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상(모습)은 어떠한가?

에베소서 4장 21절~5장 4절에서 찾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묘사

한 구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특징(특성)을 전부 기록한다.(예: 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22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23절]) 찾

아낸 특징(특성)들 가운데 여러분이 개발해야 할 특징은 어느 것인지 깊이 생

각한다. 

남편, 아내, 자녀들에 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 ~ 6장 4절을 복습한다.

1. 여러분이 청남이라면, 남편과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여러분이 청녀라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러분의 의

무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기술한다.(도움을 얻기 위해“경전을 이해함”

편의 내용을 활용한다.)

2. 부모에 한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의무를 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주 안에

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한다.

“전신 갑주”

1. 이 공과에 있는 군인의 삽화

를 여러분의 공책에 그린다.

에베소서 6장 11~17절을 공

부하면서 이들 성구에는 설명

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갑주와 무기들을

그림에 추가하여 그린다. 갑주

와 무기 명칭을 기입하는 것

을 잊지 않는다.

2. 갑주의 부분 명칭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각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며 왜 중요한지 설명한

다. 에베소서 6장 14절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

[라]”는 말 이 무엇을 뜻하는

가의 예는“경전을 이해함”편

에 나오는 부분을 참조한다.)

빌립보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럽에

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

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

으로 빌립보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

다.(사도행전 16:9~40 참조) 그

로부터 10년 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그가 옥중 생활을 하는 동

안 필요한 물건을 보내어 그를 보살

펴 주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빌립보

서)를 썼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신

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빌립보 친구들에게 전하는 사랑과 권면과 감사의 표현

이다. 

빌립보서1~4장

예수그리스도안에서힘을찾음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어려운 상황에 부딪

친 적이 있는가?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여러분은 도움을 받

기 위해 누구에게 의지했는가?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

가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그(그리스도)가 이는

삼으셨으니
(11절)

려 하심이라
(12절)

까지 이르리니
(13절)

이는

하려 함이라
(14널)

“의의 흉배”

“진리로 허리

띠를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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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28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이 부분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그들은 복음

을 거절하므로 그 거절이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하느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

경, 빌립보서 1:28 참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5~8 —“자기를 비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늘에

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상에서 만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이름으로

결정되었었다.(사도행전 4:12; 니파이후서 25:20; 아브라함서 3:27 참조) 그러

나 왕 중의 왕이시요, 필멸의 메시야 던 그리스도께서는 일개 무명의 인간으로

서 기꺼이 겸손하게 사셨다고 바울은 기록했다.(빌립보서 2:7)”(그리스도의 백성

들[1991년], 63~64쪽)

빌립보서 2:25 — 에바브로디도는 누구 는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준 물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자 다.(빌립보

서 4:18 참조) 병들어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이 편지(빌립보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빌립보서 2:25~28 참조)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4장

Intreat 에게 구하다(3절) — 부탁하다

경전을 공부함

빌립보서 1~4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와 나 또는 다를 실행한다.

자신의 가능성에 하여 생각해보기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그가 사망하기 약 10년 전에 다음의 아름다운 시를 지

었다. 이 시는 … 스노우 회장이 그로부터 약 52년 전 그에게 계시되었던 가

르침에 평생 동안 순종한 결과이다. 이 시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씌어졌으며 빌립보인들에게 전한 바울의 서한에 한 회신이다. …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들도 처음엔 어린 아기 다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결국은 신이 되었네.

현재의 인간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네. 

이 진리가 인간의 운명을 밝혀 주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네.

이와 같은 소망을 품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순결하게 하리.

(Leroi C. Snow, “Devotion to a Divine Inspiration,”Improvement Era,

1919년 6월, 659~61쪽)

위의 시와 빌립보서 2장 1~8절을 비교한다.

1.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에 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2. 여러분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비회원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빌립보서 3장 7~16절을 읽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히 하고자 했던 일

에 하여 생각한다. 바울은 그것을 희생으로 여겼는가? 다음 이야기를 읽고

바울이 말한 진리를 나타내는 맺음말을 쓴다.

서 이는 아버지가 그토록 노여워하시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아직도

귀에는 아버지의 말 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네가 어떻게 딴 교회 선교사들

한테서 (복음토론) 공과를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너는 네 가족들에게 등을 돌

릴 셈이냐?”서 이는 아버지의 말 을 존중했고 아버지가 하신 말 에 해

많이 생각하 다. 서 이는 앉아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의 내용

은 … 라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최선의 것을 추구함

신앙개조 제13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빌립보서 4장 8~9절을 인용하

다. 빌립보서 4장 8~9절을 읽고 이 성구를 신앙개조 제13조와 비교한다.

다음에는 아래의 목록을 살펴보고 각 단어의 동의어를 쓴다.

1. 참된

2. 경건

3. 옳은

4. 정결한

5. 사랑할 만한

6. 칭찬(찬사)

7. 덕

8. 기림(칭찬)

Bonds 매임(7,13~17절) — 투옥,

감금

Manifest 나타났으니(13절) — 알

려졌으니

In pretence 겉치레로(18절) — 거

짓으로

Conversation 생활(27절) — 행

동, 행실

Consolation 권면(1절) — 격려,

위로

Vainglory 허 (3절) — 허 , 자랑

The concision 몸을 상해하는 일(2

절) — 그릇되게 인도하는 자들, 배도

자들

Dung 배설물(8절) — 배설물, 쓰레기

Apprehend, Apprehended 잡다,

잡히다(12, 13절) — 소유하다, 얻다.

Conversation 시민권(20절) — 시

민권

Subdue 복종하게 하다(21절) — 복

종시키다. 이기다.

신앙개조제13조: 우리는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

리고만인에게의선행을믿는다. 진실로우리는바울의훈

계를따른다할수있으니-우리는모든것을믿으며, 우리

는모든것을바라며, 우리는이미많은것을견디어왔으

니, 모든것을견딜수있기를바란다. 무엇이든지유덕하

고사랑할만하거나혹듣기좋거나혹칭찬할만한일이

있으면우리는이것들을구하여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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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고함

바울은 로마에서 옥중 생활 동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듯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서신을 보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골로새인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 사이에 왜곡된

교리를 퍼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지 몰라 로마에 있는 바

울을 찾아가 조언을 부탁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를 포함한 골로

새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고 서한이다.

골로새서1~4장

거짓가르침들에
한경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

님을 믿고“그분의 성품과 완전성, 속성에 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

어야 한다.(신앙강좌 [1985년], 38쪽) 그런 이유로 진리를 알고 그릇된 교

리와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경고한 말 에 유의하고 바울의 경고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깊이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25~29 —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 이란 무엇인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 (골로새서 1:26)은 하나님께서“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골로새서 1:15)이신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분의 아들

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흠 없이 깨끗해져서 그분의 면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지식을 뜻한다.(골로새서 1:20~23) 바울은 자신에게 귀를 기

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 을 알려주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16~19 — 거짓 가르침을 조심함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그들이 배운 복음에서“흔들리지 말라고”경고하 다. 이

방인 개종자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를 바라던 유 그리스도인들이 거

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골로새서 2:16~17 참조) 이들 유 개종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성일에

관하여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있었다. 성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

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기도에 응답할 권능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골

로새서 2:18~19 참조) 이러한 거짓 교리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서의 예수 그리

스도의 지위가 떨어지기도 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4장

경전을 공부함

골로새서 1~4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서 진실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3~22절을 읽고 바울이 구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름, 칭호, 어구들

을 낱낱이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특성에 한 여러분의 간증을 한 문장

으로 요약하여 쓴다.

골로새서

마게도냐(마케도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리비아 애굽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골로새

지중해

흑해

Meet 합당하게(12절) — 합당하게,

… 할 수 있게

Translated 옮기셨으니(13절) —

인도하셨으니

Preeminence 으뜸(18절) — 제1인

자

Reconcile 화목하게 하다(20절) —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의롭게 하다.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그의 육체의 죽음으

로 말미암아(22절) — 예수 그리스도

의 속죄로 말미암아

Dispensation 직분(25절) — 임무,

지시, 사명

Beguile 속이다(4, 18절) — 속이다

Rudiments 초등학문(8, 20절) —

기초 원리

Ordinance 규례(14, 20절) — 모세

의 율법과 그에 따른 규칙

Nailing it to his cross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14절) —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이 성취됨

을 뜻함

Will 자의적(23절) — 스스로 과한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

이라(5절) —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하

라는 뜻.

Inordinate affection 사욕(5절) —

과도한 애착심

Evil concupiscence 악한 정욕(5

절) — 사악한 육욕, 색욕

Forbearing 용납(13절) — 받들어

줌

Provoke 노엽게 하다(21절) — 하

게 하다, 일으키다

Without 외인(5절) — 비회원

Redeeming 아끼다(5절) — 온갖 기

회를 선행을 하는 데 사용하다.

Salt 소금(6절) —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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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은 그릇된 개념을 표현한 들이다. 각각의 생각에 해서 여러분이 그릇

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는다.

1. 내가 무슨 화를 보러 가든 상관없어. 결국은 단순히 화에 불과하니까.

2. 데이트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할 일이야. 

3. 교회는 따분해. 누군가가 교회를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골로새서 2장 1~12절을 읽고 그릇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적는다. 

새로운 것을 입음

바울은 부정적인 특성을 벗어버리고 좋은 특성을 입음으로써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쳤다. 세로 칸을 두 개, 그리고 한 개의 세로 칸 상단에는‘벗어버릴 것’,

다른 세로 칸 상단에는‘입을 것’이라고 적는다. 골로새서 3장 1~14절을 읽

으면서 벗을 필요가 있는 특성과 입을 필요가 있는 특성을 해당 세로 칸에 차

례로 적는다.

가정 문제가 중요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가정은 하나님의 지상 왕

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다. 각 가정이 건전한 것 이상으로 더 교회가 건강해

질 방법은 없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31:32쪽) 골로

새서 3장 15~21절을 읽고 가정이 하나님 왕국의 건전한 부분이 되는 데 도

움이 될 교훈 다섯 가지를 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 다. 그의 복음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 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믿지 않는

유 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해 격렬한 반 운동을 벌 기 때문에 바울은 새

로운 개종자들이 계속되는 핍박을 면하도록 데살로니가를 떠났다.(사도행전

17:1~10 참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 새로운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했

다. 바울의 이 서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합당한 생활을 하고 구주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후 디

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데살로니가인들의 상황에 해 보고했다.

데살로니가전서1~5장

복음은예수그리스도의재림에
비하고준비시켜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박해 때문에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뒤에 남겨진 성도들에 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서한을 썼

다. 이 서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

충분하며 우리는 언제나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는 동안 복음과 성신의 권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어떻게 비하고 준비하게 해주는지를 알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4 —“너희를 택하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너희를 택하심”이란 사람이 복음을 접하기에 좋은 시기, 장소, 환경에서 태어나

는 것을 뜻한다. 이 택하심은 전세에서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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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경전을 공부함

데살로니가전서 1~5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라 중 두 가지를 한다.

바울의 말 에 주의를 기울임

선교사의 행동은 선교사가 하는 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는 교회의 모든 회

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을 경우, 비회

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공책에 적는다.

1. 음란한 화를 보러 간다.

2. 교회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에 하여 불평한다.

3. 다른 사람에 하여 험담을 한다.

4. 난잡한 파티에 참석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2절을 읽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 또는 어구를 적어도 여덟 개를 적는다.

성결하게 되다

브리검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어떤 사람의 소망과 정열,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 조건에 완전히 순종적일 때 그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Journal of Discourse, 2:123)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읽고 우리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말한 정열과 느낌을 하나 하나 적는다.

그림 그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을 읽고, 묘사된 상황에 한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빛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두려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비하여 스

스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3절을 읽고 여러

분이 빛의 아들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울의 권고 사항 열네 가지를

적는다. 그 중에서 세 개나 네 개를 선정하여 여러분을 더 큰 빛 안으로 인도

해 줄 목표를 적는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

바울의 1차 서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후 성도들 간에는 예수 그

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다소의 동요가 있었다. 미숙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았거나 바울의 말을 단순히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이에 바울

은 자신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덧붙여서 격려의 말 을 2차 서신에 써서 보냈

다.

데살로니가후서1~3장

“선을행하다가낙심하지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미래에 한 준비를 그만둔 사람이 많았다. 바울이 이 서

신을 쓴 목적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그들이 다시 자

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Exhortation 권면(3절) — (복음에

관한) 강력한 지시(권고)

Guile 간사함(3절) —교활한술책, 기

만

Cloke of Covetousness 탐심의 탈

(5절) —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가면

Fill up their sins alway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16절) — 사람들이 완전

히 사악해졌음을 뜻함

Sanctification 거룩함(3절) — 정결

함, 순결함

Abstain 버리고(3절) — 삼가고, 참

여하지 않고

Possess his vessel 자기의 아내

함(4절) — 자신의 몸과 정욕과 행동

을 다스림

Concupiscence 색욕(5절) — 사악

한 욕망, 육욕

Asleep, sleep 자는 자들(13~15절)

— 죽은 자들, 죽음

Travail 해산의 고통(3절) — 고통,

진통

Wake or sleep 깨어 있든지 자든지

(10절) — 자신을 준비하여 구주의 재

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

은 자들.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 있을

자들이나 죽을 자들

Render 갚다(15절) — 갚다

Wholly 온전히(23절) —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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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데살로니가후서 1장

Recompense 갚다(6절) — 갚다, ~을 벌하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1~3 — 배도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는 교회 교리를 당시의 철학에 맞도록 바꾸려는 거짓 교사

들이 많았다. 그들은 많은 성도들을 오도하여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성도들은 로마인들의 거센 박해를 견딜 수 없어 낙담하 다. 그

뒤 사도들까지 죽임을 당하자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던 교회는 지도자도 없는 상

태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해서 수년간에 걸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기

초를 둔 교회로 변질되어갔다. 회원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역사상의 이 기간

을 지금은 배도 기간으로 칭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

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신 후에야 비로소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 

데살로니가후서 2:3~10 —“불법의 비 ”은 누구인가?

“경건의 비 ”(디모데전서 3:16)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불법의 비 ”(데살

로니가후서 2:7)은 사탄을 뜻한다. 사탄과 그리고 사탄과 함께 배반한 무리들은

쫓겨났고“멸망의 자식”(교리와 성약 76:32)으로 알려져 있다. 사탄이 인류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데살로

니가후서 2:7 참조)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데살로니가후서 2:7)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강림하

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경전에 약속되어 있다.(데살로니가후서 2:8; 교

리와 성약 5:19 참조)

데살로니가후서 3장

경전을 공부함

데살로니가후서 1~3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재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예

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그의 권능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악으로부

터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날이 두

려운 날이 아니겠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것을 우리는 구주의 말 으로 알 수 있습니다.”(구원의 교리, 1권 165쪽)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읽고, 구주의 재림 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각각

일어날 일에 하여 언급된 내용을 적는다.

성구 익히기 — 데살로니가후서 2:1~3

“경전을 이해함”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배도] 부분을 복습한다.

다음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을 읽고 3, 4, 8절과 10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설명한다. 

친구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은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이제는 싫증난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무

슨 말을 해 주고 싶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라”고 한 바울의 권고를 기억한다.(데살로니가후서 3:13)

1.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3절을 읽고 봉사 일에 싫증을 덜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낸다.

2. 위의 두 가지 원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할 간단한 격려 편지

를 쓴다.

Delusion 미혹(11절) — 비난받을

생각

Consolation 위로(16절) — 위로

(위안), 평안

Wrought with labour and

travail 수고하고 애써 일함(8절) —

근면하여 성취함

Busybodies 일을 만드는 자들(11

절) — 다른 사람의 일에 하여 부당

하게 관심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디모데에 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유능한 보좌 을 것이다. 디모데라는 이

름은“하나님에 의해 화롭게 됨”을 뜻한다. 그 이름은 이 충실하고 헌신적

인 종을 잘 표현해 준다.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충실한 제자로 높이 평가되었고 바울은 그를 선교 사

업 동반자로 택했던 것이다.(사도행전 16:1~5 참조)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

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은 교회 회원들 사이에 거짓 가르침, 투

기 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장로 두 사람을 사탄의 매에 내주었다.(디모데전서 1:19~20 참조) 그러고는

디모데에게 부름(임무)을 주어 교회를 살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

는 일을 돕도록 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를 격

려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다.

첫 번째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디모데 전후서 및 디도서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것은 이 서신들

의 내용이 목회직과 목자, 즉 성직자의 임무를 다루기 때문이다.”(Bible

Dictionary, “Pastoral Epistles”, 747쪽) 목자는 곧 감독이다. 디모데는 에베

소 교회의 초 감독으로 성임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어의“Pastoral”

은 감독의 직분과 임무를 뜻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1~2장

복음 로생활함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따르는

어떠한 단순한 원리가 그들의 생활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바울은 디

모데에게 복음 중심의 생활을 하는 방법에 하여 조언을 해주었다. 디모데

전서 1~2장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구주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바울

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하여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9~12 —“여자가 가르치는 것 … 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 경륜의 시 에 주님께서는 교회 자매들을 조직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리하여 그들이 모임을 열어 왕국 복음을 서로 가르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고난받는 자들을 돕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매님들은 병든 자들과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조직되었습니다. 그뿐만 아

니라 청남 청녀 조직과 초등

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조직된 것입니다. 고 의 유

인들과 다른 무리들이 실

시했던 그 어리석은 관행들

은 오늘의 하나님 왕국에서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

께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

든 사람이 충실하고 겸손하

며 진실한 회개를 한다는 조

건으로 그들에게 성신의 은

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

다. 모든 형제자매는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의 광

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빛과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신앙을 행사하

고,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3:68~69)

경전을 공부함

디모데전서 1~2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해야 할 일”목록 만들기

여러분의 공책에 세로 칸을 두 개 그린다. 한 개의 세로 칸 상단에는‘해야

할 일’을, 다른 세로 칸 상단에는‘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는다. 디모데전서

1~2장을 읽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도 열 개를

찾아 해당 칸에 기입한다.

유행에 관한 말

1. 디모데전서 2장 9~10절을 읽고 자매들의 옷차림에 관한 권고 사항을 찾

는다. 만약 바울이 오늘 여러분의 학교에 온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그가

어떤 스타일의 옷차림이나 유행을 비난할 것(정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적어도 다섯 가지를 지적한다)

2. 경전은 주님께서 기 하시는 우리의 옷차림에 해서도 가르쳐 준다. 다음

성구를 읽는다. 니파이전서 13:7~8; 야곱서 2:13; 앨마서 1:6; 4:6;

5:53; 31:27~28; 제4니파이 1:24; 몰몬서 8:36~37; 교리와 성약

42:40. 이 성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훈을 요약

한다.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은“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란 소책자에 실린

지침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디모데전서

Charge 명하여(3절) — 명령(지시)하

다, 가르치다.

Unfeigned 거짓이 없는(5절) — 진

실한

Whoremongers 음행하는 자(10절)

— 간음(간통)하는 자

Perjured persons 거짓맹세하는 자

(10절) — 거짓말하는 자, 약속(맹세)

을 깨뜨리는 자

Blasphemer 비방자(13절) — 하나

님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Intercessions 도고(1절) — 다른 사

람을 위한 기도

Mediator 중보자(5절) — 두 사람 사

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서

돕는 사람

A ransom 자기를 속물로 주셨으니

(6절) — 값을 치르셨으니

Adorn 자기를 단장하고(9절) — 옷

입고

Sobriety 정절(9절) — 자제심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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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3장

감독과집사에게전하는권고사항

교회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할 기회

를 얻는다.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

았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자질과 특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감독과 집사에

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

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자신의 부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바울의 권고 사항을 어떻게 따르면 도움이 될지 그 방법을 찾는다.

경전을 이해함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11~12 — 결혼한 집사

바울 시 뿐 아니라 회복된 교회 초기에도 집사들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성인들이었다. 그후로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론 신권

을 소유하는 특권을 12세 이상의 합당한 청남으로까지 확 시켰다. 

경전을 공부함

디모데전서 3장을 학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감독에 한 기사 쓰기

1. 디모데전서 3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감독에게 바라시는 사항을 찾는다. 여

러분은 감독이 이러한 요건들을 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리아호나잡지에실을 여러분의감독에 한기사를쓴다. 여러분이여러분

의감독을접견한다면 묻고싶은질문을몇가지기입한다.

디모데전서4~6장

“믿음의선한싸움을싸우라”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교회를 파멸시키고 싶어한다. 바울은 충

실한 성도들이 사탄의 향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중요한 권고를 디모데에게 주었다.(디모데전서 4:11)

우리가 바울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도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

을 취[할]”힘을 얻게 될 것이다.(디모데전서 6:12)

경전을 이해함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2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은 때때로 피부 조직을 태우

고 상처를 봉하여 출혈을 막기 위

해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 강렬한 이미지를 비유

로 하여 후기에는 자신의 불의 때

문에 양심이 굳어버릴(마비될) 자

들이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몰몬경의 한 선지자는 그런 자들은“감각이 없[다]”고

설명했다.(니파이전서 17:45)

디모데전서 4: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바울은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그릇된 관행을 따르는 자들이 후기에 있을

것임을 예언했다. 교리와 성약 49편 15~21절을 읽고, 이 두 가지 문제에 하

여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신 말 을 배운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6장

경전을 공부함

디모데전서 4~6장을 학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적용하기

1.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에서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읽고 깊이 생각한

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요약하여 여러분의 공책에 한 문단

으로 적는다.

2. 디모데전서 4, 5, 6장 중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교훈을 각각 두 가지씩 선정한 다음 교훈의 말 , 그 교훈의 말 이 쓰

여져 있는 구절, 그리고 그 말 이 오늘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

는다.

피부 조직을 태우는 데 사용된 인두

Vigilant 절제하며(2절) — 경계하며

Filthy lucre 더러운 이(3, 8절) —

더러운 돈

Gravity 공손함(4절) — 진지함, 위엄

Reproach 비방(7절) — 불명예, 심

하게 꾸짖다.

Reproach, suffer reproach 수고

하다(10절) — 을 책망하다.

Despise 업신여기다(12절) — 업

신여기다, 무시하다

Exhortation 권하는 것(13절) —

설교하는 것

Piety 효(4절) — 효도

Requite 보답하다(4절) — 보답하다

Infidel 불신자(8절) — 불신자

Begun to wax wanton against

Christ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11절) — 그리스도에 한 자신

의 서약을 압도하는 성적인 욕망

Tattlers 쓸데없는 말을 하며(13절)

— 험담이나 하며

Unrebukeable 책망 받을 것도 없이

(14절) — 책망(형벌)을 받지 않게

Potentate 유일하신 주권자(15절) —

절 적인 통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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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두 번째 서신을 로마 옥중 생활 동안에 썼다. 그

동안 바울은 많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참된 친구 디모데에게 또 한 차례 편지를 써서 자

기를 도우러 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중이었고 바울의 생명도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의 애정 어린 감정과 커다란 확신을 표현했다. 그는 에베소 성도

들에 한 관심을 표현하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 안에서 참

으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바울 자신처럼 복음

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한 자

신의 간증을 힘있게 전하면서 이 서신을 끝맺었다. 

디모데후서1~2장

고난을견딤

여러분은 군 , 스포츠, 농장 또는 목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2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 생활을 어떻게 전쟁과 운동 경

기, 농작물 수확에 비유했는지를 유의한다. 여러분은 바울이 왜 이런 비유

를 썼다고 생각하는가?

경전을 이해함

디모데후서 1장

Unfeigned 거짓이 없는(5절) — 진실한

디모데후서 2장

경전을 공부함

디모데후서 1~2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를 한다.

적인 군인, 경기자와 농부

여러분의 공책에 세로 칸을 세 개 그려 놓고 각 칸 상단에 군인, 경기자, 농부라

고 쓴다.

1.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읽고, 각 칸의 상단에 적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 밑에 차례로 적는다. (예: 군인은“고난을 견뎌야 한다”)

2. 성 발전에 관한 말 에서 군인, 경기자, 농부가 좋은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

는 이유를 한 문단으로 기술한다.

자신의 견해 쓰기

디모데후서 2장 22~26절을 읽고 이 성구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 문단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디모데후서3~4장

배도

여러분은 지금 후기에 살고 있다. 이 시 에 교회 회원이 받는 축복, 즉 이

로운 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 시 에 있을 배도와 악에 해 기술했다.

디모데후서 3~4장을 읽고, 바울의 예언이 정확한지 알아본다. 바울의 어떤

교훈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인도해 줄 것인가?

경전을 이해함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8 — 안네와 얌브레는 누구 는가?

안네와 얌브레는 모세의 기적에 도전한 애굽인 마법사 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하여 고심하고 있는, 즉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성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권

고했다. 

경전을 공부함

디모데후서 3~4장을 학습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디모데후서 3:1~5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후기에 보편적으로 있을 스물한 가지의 죄와 약

점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의 지역 사회나

나라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신문, 잡지 기사나 그 밖

의 다른 기사들을 찾아낸다.

디모데후서

Husbandman 농부(6절) — 농부

Charging 엄히 명하다(14절) — 명

하다. 명령하다.

Subverting 망하게 함(14절) — 파

멸, 파괴

Erred 그릇되었도다(18절) — 그릇

되었도다

Gender 다툼이 나다(23절) — (다툼

이) 일어나다

Perilous 고통하는(1절) — 고통스러

운,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Divers 여러 가지(6절) — 여러 가지

Reprobate 버림 받은 자들(8절) —

부적합한 자들, 합당하지 않은 자들

Quick 살아 있는 자(1절) — 산자

Heap 많이 두고(3절) — 많이 두고

Having itching ears 귀가 가려워

서(3절) — 진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교리를 듣기를 좋아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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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익히기 — 디모데후서 3:16~17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미나리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다.

1.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읽고, 감받아 씌어진 경전에서 우리가 얻

을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그 일곱 가지 유익한 점을 차례로 적는다.

2. 여러분의 간증을 쓴다. 경전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은 내용을 간증

에 포함시킨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지난 수 주 동안 바울에 해서 배웠던 것을 되돌아본다.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읽은 후, 다음의 질문에 답변한다.

1. 바울의 이 선언서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로 그가 살았음을 말해 주는, 그가 살아 있는 동

안 했던 세 가지 일은 무엇인가?

3. 여러분이 현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입증해 줄 일로서 내년에 여러

분이 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일은 무엇인가?

디도는 누구 는가?

디도는 신약전서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바울이 개종시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헬라(희랍)인이었다. 그는 신뢰받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부름받아 바울과 함께 여러 차례 선교 여행(활동)을 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 교회를 조직한 후(로마에서 최초 옥중 생활을 마친 후

을 것으로 추정됨) 디도에게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그곳을 떠났다. 디도는

감독으로서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바로잡으라는 명(지시)을 받았다.(디도서

1:5 참조)

디도서는 무엇에 관하여 씌어졌는가?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관리하게 했다. 바울은 희

랍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다음 말을 인용하여 그레데 인들이 어떤 사람이라

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디도서 1:12)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우

리를 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디도서 2:14)

려는 목적임을 알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레데인

처럼 악명 높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받는 일을 가능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이 편지를 쓴 목적은 디도가교회조직하는일을돕고그레데성도들이

의롭게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또한디도에게의로운지도자의자질

에 하여 설명하고 교회 지도자로서훌륭한모범을보이라고권고하 다. 

디도서1~3 장

“믿음을온전하게하고”

그레데에 있는 교회 회원들 중에는 늘 죄 짓고 옳지 않은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그

들의 감독인 디도에게 그들을“엄히 꾸짖”고(디도서 1:13)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디도서 2:1)고 권고하 다. 디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그레데 성

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알려 준 교리(교훈)를 찾는다. 이러한 진리

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까?

경전을 이해함

디도서 1장

디도서 2장

디도서 3장

에베소

그레데

지중해

아덴

아
가
야

안디옥

구브로

애굽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두로

시
리
아

베
니
케

Wanting 남은(5절) — 부족한

No striker 구타하지 아니하며(7절)

— 말다툼(언쟁)하기를 좋아하지 아니

하며

Circumcision 할례파(10절) — 아

직도 모세 율법의 일부분을 지키고

있던 유 계 그리스도인들

Subvert 무너뜨리다(11절) — 부패

시키다. 파멸시키다.

Rebuke 꾸짖다(13절) — 바로잡다,

훈계하다.

Abominable 가증한 자요(16절) —

매우 사악한 자요

Sober, soberly 절제하며, 신중하게

하며, 신중함으로(2, 6, 12절) — 절

제(자제)하며

Grave 경건하며(2절) — 진지하며,

존경할 만한 하며

Temperate 절제하며(2절) — 절제하

는, 삼가는

Zealous 열심히 하는(14절) — 열성

적인

Magistrates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

들(1절) — 지도자들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5절) — 침수로서의 침례

Heretick 이단(10절) — 배도자, 거

짓 교리를 추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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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디도서 1~3장을 학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참된 교리의 향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

도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복음 교

리를 공부하는 것은 행위에 한 연

구가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향상시켜 줍니다.”(성도

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1. 디도서 1장 9, 13절과 2장 1, 15절, 3장 8절을 읽는다. 패커 장로의

말 은 바울이 디도에게 권고한 말 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2. 조부모님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디도서 2장을 읽어 준다. 그런 다음 이 말

이 어째서 조모부님(또는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사람들에게 좋은 권고

가 되는지를 묻는다.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가?

바울은 친구 빌레몬에게 편지하여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를 친절

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네시모는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했다. 당시 로마법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사형시켰다. 바울은 오네

시모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당시 일반에게 인정된 문화적(사회) 규범을

초월하여 용서와 접과 사랑으로 이 노예를 맞아 달라고 부탁하 다. 

빌레몬서1장

복음안에서형제를 접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분의 경우, 그것

은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오랜 친구

와 단체들을 떠나 색다르고도 다소

엄격한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 많

이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

에게는 세 가지, 바로 친구와 책임,

그리고‘하나님의 선하신 말 ’(모로

나이서 6:4)으로 양육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

입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47쪽)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 안에 있는 형제를 접하도록 빌레몬에게

주었던 권고와 힝클리 회장이 우리에게 주었던 권고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생각한다.

경전을 이해함

빌레몬서 1장

경전을 공부함

빌레몬서 1장을 학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행동 계획서 작성하기

여러분이 아직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언젠가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개종자를 만나 알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빌레몬서를 읽은 다음, 바울이

오네시모가 접 되기를 바랐던 방법과 같이 새로운 개종자를 올바르게 하

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쓴다. 여러분의

행동 계획을 뒷받침하는 빌레몬서의 해당 구절을 다섯 가지의 각 항목 옆에

하나씩 쓴다.

Enjoin thee 네게 ~일로 명하다(8

절) — 네게 ~일을 하라고 명하다

Unprofitable 무익한(11절) — 쓸모

없는(무용한)

Profitable 유익한(11절) — 쓸모 있

는(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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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인들은 누구 는가?

아브라함은 경전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창세기 14:13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특히 하나의 집단으로 가장 오래 결속하여 살았던 유

백성-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일컬어졌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예수 그리스

도, 그분의 첫 번째 십이사도 및 예수님의 교회로 개종한 초기 개종자들은 모

두 히브리 사람이었다. 

히브리인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유 인들이

모세 율법에 기초한 의식과 전통을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알 수 있

다. 유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는 것과 그분께서 유 인에게 한 차원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할 것을 요구하

신 점에 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유 인들이

“새로운 언약”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애쓰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했다. 그래서 바울은 유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

앙을 행사하고 이미 폐지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히브리, 즉 유 의

전통이나 관행을 따르지 말도록 권고하 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특별

한 간증은 물론, 구약과 모세 율법에 한 그의 심오한 지식을 전하 다. 바

울은 구약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간

증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쳤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히브리서에서 찾아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의 가르침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명을 통해서 모두 이루

어졌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해설하는 가장 훌륭한 주석서 중 하나이다. 히

브리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면 구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유 인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실천한 종교

의 모든 요소보다 위 한 것이다.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 인의 종교는 한

때는 참되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한 차원 높은 해의 광의

율법을 주셨다. 모세 율법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 구원을 주실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구약

전서를 이용하여 그리스도는 천사, 선지자, 제사장들보다 위 한 분이시라

는 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은 모세

율법에 의해 행사되었던 아론 신권보다 한 단계 높은 신권이라는 것을 증

거했다.

3.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구약 시 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위

한 업적을 이루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여호와; 히브리서 11장 참

조)를 믿는 신앙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던 구약 시 의 수많은 웅들에

한 기사를 썼고 성도들에게 그들을 본받을 것을 권고하 다. 

히브리서1~2장

스스로낮출때더위 해짐

유 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옛 신앙과 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복음을 완전히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외한 만인보다 더 위 하시며 우선하신다는

힘있는 간증으로 서신의 첫 머리를 장식하 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읽

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권능을 얻게 된 경위와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가르친 것에 유의한다. 

경전을 이해함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4~8, 13~14; 2:2, 5~9, 16 — 천사들

천사라는 말은“사자”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보내

시는 사자는 모두 천사이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언급된 천사는 봉사하고 하

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일원이었다.

어떤 천사들은 아직 지상에 오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 자녀이다. 다른 천사

들은 이 지상에 살다가 (가) 의 세계에 있는 이거나 (나) (사랑받는 요한처럼)

변화된 존재이거나, 또는 (다)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로나이나 침례

요한처럼) 부활한 존재이다. 

히브리서

Appointed 세우시다(2절) — 고르

다, 선택하다, 성임하다.

Heir 상속자(2절) — 어떤 것을 받을

즉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Express image of his person 본

체의 형상이시라(3절) — 하나님의 모

습 로

Purged 정결하게 하다(3절) — 깨끗

하게 하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신하여 가를 치르신 때를

말한다)

Sceptre 규(8절) —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또는 막 기

Vesture 의복(12절) —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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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7~9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바울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가르치면

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두 가지 얘기는 모두 맞는 말이다. 바울은 2장

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외한 만인보다 뛰어난 분이지만 다

른 모든 사람들처럼 세상에 태어나 필멸의 존재로서 고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낮

추셨다고 가르쳤다. (천사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신 겪은 고통은 필멸의 인간이 겪는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니파이후서 9:21 참조)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느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겪고 속하심으로써, 자비를 배우고 만물에

한 권능을 얻으셨다고 설명했다.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 더 배운다

1. 히브리서 1장 1~4절과 2장 9~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해 배운 것

중 최소한 다섯 가지를 들어 본다.

2. 바울은 유 인 개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썼다. 여러분이 열거한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유 인 개종자

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주

기 위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생각함

1. 히브리서2장9~11절에의하면예수님께서자신을“천사보다잠시동안

못하게하심을입은”이유는무엇일까? (본페이지에있는“경전을이해함”

편을참조)

2.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찾아본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겠는가? 

3.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는지를

찾아 본다.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신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한가? 

4. 히브리서 2장 14~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생을 경험했어야 하는 중

요성에 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참고로 앨마서

7장 11̀~13절과 히브리서 4장 15~16절을 읽어본다.)

히브리서3장~4장

출애굽기에서배울수있는교훈

잘 알려진 중요한 구약 이야기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바울이 살던 시 의 유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구약 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출

애굽기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키우고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도록 권고하 다. 모세 시 의 히브리

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기나긴 여정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 에 순종

할 만큼 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자기 시 의 히브리인들이

신앙이 부족하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바울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조상을 인도하 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육신이 없는 천사

전세에 살면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천사

필멸의 생을 마치고

의 세계에

사는 천사

필멸의 생을 마치고

온전하게 된

부활한 상태의 천사

계시자 요한처럼

변화된 상태의

천사

육신이 있는 천사

Earnest heed 더욱 유념함(1절) —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Stedfast 견고하게 되다(2절) — 한결

같은, 변하지 않는

Just recompence of reward 공정

한 보응(2절) — 공정하고 올바른 처

벌

Confirmed 확증하다(3절) — 간증

하고 가르치다

Put in subjection 복종하게 하다(5

절) — 통제하다 또는 예속시키다

Sanctifieth, sanctified 거룩하게

하다, 거룩함을 입다(11절) — 순결하

고 거룩하게 하다

Subject to bondage 종 노릇하게

하다(15절) — 종과 같이

Behoved 마땅하다(17절) — 필요하

다

Reconciliation 속량하다(17절) —

완전히 지불하다(하나님에 한 빚이

남아있지 않게 되다)

Succour 돕다(18절) — 위안과 도움

을 주다

하나님의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 필멸의 존재가 되셨다.

필멸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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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5장

위 한 제사장이신예수그리스도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으로(아론 신권의 반차에 따

라) 부름을 받았다. 레위기 1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사장은 일 년

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날에 흔히 금식을 하 는데, 이 날을 속죄

일이라고 불 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만민의 죄를 속하신 후 아버지 하

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말했다. 이러한 지식은 그 당시 사회

에서 큰 향력이 있던 유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유 교 출신 개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경전을 이해함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6~10 —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7~8절의 말 은 아브라함 시 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의

미한다고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전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멜기세덱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14장

25~40절과 경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멜기세덱”(74쪽)을 참조한다.)

히브리서 5장 6, 9~10절의 말 은 멜기세덱 신권을 가리키며, 교리와 성약

107편 1~4절의 말 은 구주의 신권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멜기세덱 신권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자주 거론되는 것

을 피하기 위함이며, 둘째 이유는 멜기세덱은 단히 위 한 왕이면서 제사장

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시종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

른 제사장이었다고 강조하 다. 바울은 멜기세덱 신권이 모세 율법에서 행사되

었던 아론 신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합

당하고 성숙한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한 차원 높은 신권을 부여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에 살고 있다.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 나, 다를 한다.

성구 익히기 — 히브리서 5:4

1.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 에 따르면, 신권 또는 신권의 직분에 부름을 받

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 출애굽기 28장 1절을 읽고 아론이 신권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이

구절을 신앙개조 5조와 비교한다. 

순종을 배움

1. 히브리서 5장 7~8절의 말 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어째서 그렇게 위 하

게 되었는가?

2.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것인가?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14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회원들은 복음 생활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여 단단한 적인“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다만

적인“젖”을 먹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 다. 지금 여러분은 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먹을 준비가 된 적인 음식의 종류

를 적어본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히브리서6~10장

모세율법은
그리스도를증거했음

바울은 유 인 개종자들에게 구약의 가르침과 의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히브리서 6~10장 참

조)를 가르쳤다. 바울은 유 인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새 언약”이

“낡은 언약”보다 위 한 까닭은 새 언약이 생을 보장할 권능이 있기 때문

임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Compassed with infirmity 연약에

휩싸여 있음(2절) — 약점으로 가득 차

있음

As for the people, so also for

himself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

여(3절) —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Honour 존귀(4절) — 부름

Supplications 소원(7절) — 하나님

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함

Oracles 말 (12절) — 하나님의말

Discern 분별하다(14절) — 차이를

분별하다, 판단하다



151

경전을 이해함

히브리서 6장 — 앞으로 나아감

바울은 유 인 개종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복음의 기초를 알았으며 적인 진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의 약속은 유 인 개종자들이 끝까지 참되고 충실할 경우 — 아브라함의 자

손으로서 — 그들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히브리서 7장 — 한 차원 높은 신권

바울은 멜기세덱에 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멜기세덱 신권과 모세

율법에 따라 유 인들이 행사한 아론 신권의 차이점에 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 아론 신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의 축복을 받고 집행하기 위

해서는 한 차원 높은 신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8장 — 새 언약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새 언약”을 세우신 제사장이며, 이로써 그분은 예레

미야 31장 31~34절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간증했다. 

히브리서 9~10장 — 희생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따른 성전 의식의 의미를 가르쳤

다.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기타 모든 제사가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6~10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두 분의 위 한 선지자

히브리서 7장 1~4절을 읽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해 배운 것을 적는다.

3절의 첫 머리 부분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신권을 말하며, 사람이 한 차원 높

은 신권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특정한 지파 출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

한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약속된 메시야: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1978년], 451

쪽 참조)

히브리서11장

예수그리스도를믿는신앙의권능

우리는 이 생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들의 예가 많이 실려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몇 가지 예를 소개하 다. 경전에 소개된 위 한 남자와 여자들

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신앙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적으로 진보하여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하 다. “결국 백성들의 신앙이야말로 교회

의 유일한 참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1년

4월, 74쪽; 또는 성도의 벗, 1991년 5월호, 54쪽) 히브리서 11장을 읽으

면서 바울이 기록한 남녀들이 보여준 신앙의 위 한 모범을 적용하여 하나님

왕국의 참된 재산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경전을 이해함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 1 — 바울이 정의한 신앙의 개념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

절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해 확신을 가

질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

지하게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신앙으로 그분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소망 이상입니다. 신앙은 확신을 갖게 하며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한 증거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4년 10월,

138쪽; 또는 성도의 벗, 1974년 11월호, 97쪽) 앨마서 32장 21절과 이더서

Evidence 증거(1절) — 간증, 증거

Framed 지어지다(3절) — 창조되다

Heir 상속자(7절) — 어떤 것을 상속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Sojourned 거류하다(9절) — 구적

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곳에 살다

Tabernacles 장막(9절) — 천막, 임

시 주택

Conceive seed 잉태하다(11절) —

아기를 임신하다

Sprang there even of one 한 사

람으로 말미암아 생육하다(12절) —

한 사람에게서 자녀들이 탄생하다

Persuaded 증언하다(13절) — 확신

시키다, 고무시키다

Figure 비유(19절) — 상징

Come to years 장성하다(24절) —

나이가 들어 어른으로 간주되다

Esteeming 여겼으니(26절) — 소중

히 여기다

Reproach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

하여 받는 수모(26절) —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받는 비난

He had respect unto the

recompence of the reward 상 주

심을 바라봄이라(26절) — 종국에 가

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임을

알았다

Assaying 시험하다(29절) — 해보

다, 시도하다

Compassed  두루 다니다(30절) —

에워싸다, 포위하다

Aliens 이방 사람들(34절) — 외국

인, 적

Scourgings 채찍질(36절) — 채찍

질, 구타

Destitute 궁핍(37절) — 생활 필수

품이 없는 궁한 생활



12장 6절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내린 신앙의 정의를 읽는다.

히브리서 11:5 — 에녹은 변화되었다

에녹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의 신체에 변화를 일으켜 그가 부

활할 때까지 고통이나 죽음을 겪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한 가

지 더 들기 위해 제3니파이 28장 4~9절을 참조한다.)

히브리서 11:10~16 — 옛 선지자들이 찾던“도시”와“나라”는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옛 선지자들이 찾던 도시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즉 해의 광의 왕국이다. 지상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한 지상에서 천

국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

고 충실히 지킨다면 시온이라는 의의 도시를 세울 수 있다. (모세서 7:18 참

조) 시온의 백성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충

실한 성도들은 시온을 세워 바울이 언급한 선지자들이 찾던 도시, 즉“하나님

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히브리서 11:10)가 있는 도시를 찾을 수 있다. 이

성구는 마지막 날에 지상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의 중심 도시를 비롯

하여 시온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교리와 성약 45:65~67;

84:2~5 참조)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신앙의 모범

1. 공책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열거한 도표를 만든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다음 도표에 예를 적어 넣는다.

2.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을 고른다. 그 사람의 모범이 여러분

에게 적용되는 방법과 여러분이 오늘날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

한 신앙에 해 간단하게 적는다. 그 사람이 겪은 어려움과 여러분의 어려

움은 어느 면이 비교되는가?

“신앙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위 한 선진들이“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1. 여러분 시 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무 로 기록을 한다면, 히브리

서 11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최소한 셋을 예로 든

다.

2.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이 예를 든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고른 세 사

람에 해 기록한다. 열거하는 예마다“신앙으로”라는 말로 시작한 다음,

그 사람의 이름과 위 한 신앙을 보여주는 일을 적고 그런 행위가 왜 위

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지 설명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

세에서 그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 몇 가지를 열거한다.

히브리서12장

결심과징계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

가 많이 실려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

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

로 잡아주시도록 하는 것과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약속에 충실하는 것이 그

분에 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히브

리서 11장의 이야기와 신앙의 모범을 읽고 고무되었다면 여러분이 배운 것

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히브리서 12장

Future Jerusalems미래의 예루살렘

복천년전

후기에 성도들이 세울 도시

복천년후

해의 광의왕국인지구

해의 광의 왕국인 지구와 하나가

되기 위해 내려오는 성스러운 도시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이름

아벨 4절을 참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음

히브리서 11장 신앙을 나타낸 방법 받은 축복

Compassed 둘러싸다(1절) — 에워

싸다

Cloud 구름(1절) — 수, 집단, 무리

Beset 얽매이다(1절) — 괴롭히다, 번

거롭게 하다

Despising 개의치 않다(2절) — 신경

을 쓰지 않다, 관심을 두지 않다

Chastening, chasteneth,

chastisement, chastened 징계하

다, 꾸지람하다(5~8절, 10~11절)

— 질책하다, 징계하다

Scourgeth 채찍질 하다(6절) — 처벌

하다

Bastards 사생자(8절) — 미혼녀에게

서 태어난 아이(오늘날 이 말은 천한

말로 여겨진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

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썼음

Reverence 공경(9절, 28절) — 존

경, 순종

Subjection 복종(9절) — 기꺼운 마

음으로 순종함, 말을 들음

Grievous 슬퍼 보이다(11절) — 슬

픔, 비탄

Feeble 연약한(12절) — 허약한(이 말

은 두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음)

Intreated 더 구하다(19절) — 간절

한 마음으로 구하다, 간구하다

Mediator 중보자(24절) — 화해를

시키고 우정을 살리기 위해 또는 언약

을 확증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

재하는 사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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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2:18~21 — 산

이 구절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겪은 경험을 가리킨다. 이스라

엘 백성은 너무 두렵고 합당하지 않은 탓에 모세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의 면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 다. 

히브리서 12: 22 — 하늘의 예루살렘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한 내용을 읽기에 앞

서 히브리서 11장“경전을 이해함”편을 참조한다.

히브리서 12:24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다”

아벨의 죽음은 필멸의 삶이 끝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덕분에

생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아벨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끈기 있게 견딤

1.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예를 여러 개 들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읽고 바울이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신앙을 보이

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고한 사항을 열거한다.

2. 예수님을“바라보는 것”이“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마치는 데 (죽는 순간

까지 충실히 살아야 하는 어려움)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러분의

생에서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나열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1. 히브리서 12장 5~8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분의 종

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들어본다.

3.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나타내

는 것인지 설명하거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 의 개념이 참되다고 느

끼는 때의 예를 들어본다.

우리의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향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2~14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섬기도록 권고했

다. 15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잊고 부정적인 생

각이 싹트도록 내버려둘 경우 그들의 좋지 않은 모범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

람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했다. 어떤 사람의 사랑, 봉사, 또는 친

절의 모범을 보고 여러분이 더 의로워져야겠다고 느낀 때를 적어보자.

히브리서13장

마지막교훈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치면서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친

절을 베풀고(히브리서 13:1~3 참조),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4절을 참조),

이기심을 버리고(5절과 6절을 참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7절,

17~19절, 24절 참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8~16절,

20~21절 참조)하여 의로운 종교 생활을 하라고 권고했다. 

경전을 공부함

히브리서 13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훌륭한 말 이 될 제목 고르기

히브리서 13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 을 위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하나 고른다. 여러분이 그 제목을 고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제목을 이용하여 말 에서 이야기할 만한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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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서신이란?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으로 알려진 일곱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이다. 이들 서신

이 공동 서신으로 명명된 것은 특정 개인이나 회중을 상으로 한 바울의 서

신과 달리, 좀 더 일반적인 독자를 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Bible

Dictionary, “General Epistles”, 678쪽 참조)

야고보는 누구인가?

James는 히브리어 Jacob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며 신약전서에 흔히 나오는

이름이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자 사랑받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십이사도 중 한 사람이자

알패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의로운 자 야고보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다. (경

전 안내서, “야고보, 주의 형제”, 182쪽)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는 특권을 누렸다.(고린도전서 15:7 참조)

그는 평생 동안 복음에 충실하 다. 이 서신은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인의 구전에 의하면 그는 주후 63년경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비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야고보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참된 기독교는 의로운 행동과 봉사의 생활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험은 매일 매일 의로운 생활을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가에 있다. 야고보는 이런 행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야고보서1~2

“행함이없는믿음은죽은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어

떻게 생각하는가? 야고보는“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야고보서 2:26) 성도인 우리는 복음 생활을 통하여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격려가 되고 복음 생활에 도움이 되

는 가르침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브루스알맥콩키장로는이렇게적었다. “모든시 에걸쳐지금까지선지자들이

지금까지기록한문장중에서이성구보다인류에게심 한 향을끼친성구는없

었습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246~247) 이구절을읽

고참되다는것을느낀조셉스미스는어느교회에속해야할지를기도로간구하기

위해숲속으로들어갔다. 겸손한기도를통해서복음의회복이시작되었던것이다.

야고보서 1: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충만함 복음을 말한다. 복음 원리 로 생활한다

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파이후서 2:27; 교리와 성약

88:86 참조)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1 —“주에 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조셉스미스역성경은이구절을“너희가사람을외모로취할진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믿음을가질수없나니”라는말로고쳤다.(조셉스미스역성경, 야고보서2:1) 

야고보서 2:13~14 — 도움이 되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2장을 여러 군데 수정을 하 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내용도 중요하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2:14~21) 수정된 구절을 특별히 적어두기 바란다. 

경전을 공부함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야고보서 1:5~6

불과 열네 살의 나이로 조셉 스미스가 종교 문제로 혼란에 빠졌을 때 야고보

서를 읽게 되었다. 

1. 야고보서 1장 5~8절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도록 격려하

는 말이나 구절을 적어본다. 

2.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0~13절에 기록된 조셉 스미스의 경험을 읽어본

다.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본다.

야고보서

Entire 구비하다(4절) — 완전한

Liberally 후히(5절) — 공개적으로,

아낌없이

Upbraideth 꾸짖다(5절) — 비난하

다, 꾸짖다, 질책하다

Double minded man 두 마음을 품

은 사람(8절) — 동요하는, 불확실한,

의심하는

Endureth 참다(12절) — 저항하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1:12 참조)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turning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

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17절) — 변

화가 없다

Glass 거울(23절) — 거울

Bridleth 재갈 물리다(26절) — 통제

하다

Blaspheme 비방하다(7절) — 불손하

게 사용하다

Respect to persons 사람을 차별하

여 하다(1절, 9절) — 다른 사람들보

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호의를 보이다

Convinced 정죄하다(9절) — 유죄

선고나 처벌을 받다

Destitute 없다(15절) — 몹시 궁하다

Wrought 일하다(22절) — 함께 일하

다, 수고하다

Imputed 여기셨다(23절) — ~이라

간주하다, ~이라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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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말 준비하기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말 을 하도록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한다. 야고보서 1

장 12~16절, 22~27절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복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5분 짜리 말 개요를 써 본다. 

야고보서 1:23

성구 익히기 — 야고보서 2:17~18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만 있으면 되고 선행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야고보는 이와는 다르게 가르쳤다. 아래의 서신을 읽은 다

음 야고보서 2장 14~26절에 있는 말 을 이용하여 답변을 써본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너는 기독교인

이 아닌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신앙과 함께 의로

운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겠지. 너는 속고 있는 거야. 네가 신앙

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선행이란 필요없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

문에 선행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거야. 오류에서 벗어나 그리

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래.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에 의존하지마. 그래

야만 너는 화평을 누릴 수 있을거야. 

다른 교회의 회원인 너의 친구로부터

야고보서3장

혀를길들임

여러분이 한 말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거나, 여러분에 한 말 때문에 여러

분이 깊은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

각하는가, 아니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 야고보서의 서신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혀를 길들여야 한다

는 것이다. (야고보서 1:19, 26; 3:10)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야고보서 3장

재갈은 작지만 말의 입에 제 로 물리면 힘센 말이라도 마음 로 움직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를 이용하여 아무리 큰 배라도

자기 뜻 로 운전할 수 있다. 

경전을 공부함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혀를 길들임

우리가하는말은중요하다. 입에서나오는말은생각과감정을반 한것이다.

친절하고격려해주는말은순수한생각과좋은감정에서우러나온다. 반면에사

악하고상처를주는말은악의와좋지못한감정에서나온다. 야고보서3장

1~13절을읽고말을조절하는방법을제시하는구절을최소한3개를열거한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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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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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 키(4절) — 키, 방향타

Listeth 뜻 로(4절) — 소망하다,

가기를 원하다

Kindleth 태우다(5절) — 태우다

Defileth the whole body 온몸을

더럽히다(6절) —파멸시키다, 더럽히다

Similitude 형상(9절) — 닮음, 같음

Endued with Knowledge 총명이

있는(13절) — 총명한 또는 경험이

많은

Conversation 선행(13절) — 행

위, 행함

Sensual 정욕의 것(15절) — 호색

의, 음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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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4~5장

생활에서악을극복함

야고보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충고를 주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재물이 어떻게 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가에

한 이해 등이 그것이다. 그의 권고는 그가 이같은 권고를 썼을 당시 못지

않게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아이

디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구절을 적는다. 

경전을 이해함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5장

경전을 공부함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처방전 쓰기

여러분이 의사라고 가정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고“세상과 벗된 것”

으로 알려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증세를 말해 본다. 적인

질병을 진단했으므로 야고보서 4장 7~12절을 읽고“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

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처방전을 적어 본다. 

신권의 축복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 다.

“제 여동생이 매우 아팠던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한

간증을 느꼈습니다. 여동생은 6주밖에 안 된 갓난아이 는데 심한 독감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열네 살이었으며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정비소

의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 와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

다. 여동생이 아픈 것을 알고 있던 저는‘큰일이 났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여동생이 식당의 둥근 탁자 위에 뉘여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신약에 기록된 방식에 따라 신

권의 권세로 여동생을 축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동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비로소 저는 신권의 권세가 실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PBS Interview Studies Effect of God in Life”, Church News, 1996

년 8월 31일, 4쪽)

1. 야고보서 5장 14~16절을

읽은 다음, 신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2.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권의

축복을 받았거나 목격한 때를

간략하게 적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하고 부활하신 다음 교회 회장이 되었다. 수

석 사도인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가 그렇듯이 지도자로 봉사했다. 그

의 생을 마감할 즘에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드세졌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생

활은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교회의 충실한 많은 회원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

되었다. 베드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충실하면 받게

될 원한 보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베드로전서 4:12~13

참조)

베드로전서의 특별한 주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베도로는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광스러운 말들을 기록했습니다.”(교회사, 5:392)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예

수 그리스도의 예임에 관해 간증했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택하신 족속”

이라고 했으며,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해 성경에서 가장 뜻깊은 이야기

를 하 다. 

베드로전서1~2장

예임된구속자예수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 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한 베드로의 간증을 찾아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이 계명을 이

Enmity 원수(4절) — 반 함, 적

시함, 증오

Lusteth to envy 시기하기까지 사

모하다(5절) — 시기하는 마음을 가

지다

Nigh 가까이(8절) — 가까이

Heaviness 근심(9절) — 슬픔, 비탄

Vapour 안개(14절) — 안개

Sabaoth 만군(4절) — 무리, 군중

Wanton 사치하다(5절) — 사치스러

운 생활로 낭비하다

Husbandman 농부(7절) — 재배

인, 농부

Grudge 원망하다(9절) — 불평하

다, 투덜거리다

Effectual 역사하는 힘(16절) — 효

과적인, 향력이 있는

Fervent 간구하는(16절) — 열렬

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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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게 한 방법을 적어 본다. 또한 자신에게 이

런 질문을 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이러한 가르침이

나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경전을 이해함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2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는 젖을 쉽게 소화할 수 있으며, 젖은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데 도움이 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본 원리는 아직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베드로의 은유법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서 바울이 사용한 은유법과 비슷하다. 

베드로전서 2:4~8 —“돌”들은 모두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신령한 집”에 비유하 다.(베드로전서 2:5)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집의“보배로운 모퉁잇돌”(6절)이 되셨다.

그분은 또한“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는 유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모

퉁이의 머릿돌”(7절)이 되셨다고 간증하 다. 그분은“반석”이시며 우리는 그 위

에 세워져야 한다. (힐라맨서 5:12 참조)

경전을 공부함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를 한다.

해야 할 일 목록 만들기

베드로전서 1장 1~16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전세에서 받아들인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 다. 2~5절, 6~9절,

13~16절을 읽고 이 생에서 성도들이 해 주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기 하

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본다. 해야 할 일 목록이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설명한 것을 말한다. 

경전 단어 사전 만들기

1.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고 다음 구절에 해 성경사전에 써 넣

을 정의를 작성해 본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실제 사전에 나오는 정의처럼 여러분 나름 로 정의를 내려

본다.

2.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

다. 성도들의 습관과 종교적인 신념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진실로 신앙

을 지키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구원의 교리, 1권, 220~221쪽)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을 적어본다. 

“너희는 …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라”

목록 만들기

베드로는 자기 시 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그분의] 자취를 따

[르라고]”요구했다.(베드로전서 2:21 참조) 베드로전서 2:11~13, 21~25

을 읽고 구주를 따르는 데 필요한 절차를 열거한다. 열거한 절차 중 이 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 

베드로전서3~5장

죽은자의구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이렇게 말 했

다. “후기 성도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주

님과 동반자 관계를 갖도록 전세에서 이미 그렇게 예임되었습니다. 제일회

장단은 교회와 회원들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

고 선언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0년 10월, 74쪽; 또는 성도

의 벗, 1990년 11월호, 59쪽) 베드로전서 3~5장을 읽으면서 복음에서

이같이 중요한 책임에 해 베드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찾아본다.

Elect 택하심을 받은 자(2절) — 신앙

과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2절)

— 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는 과정

Grace 은혜(2절, 10절, 13절) —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지

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

Inheritance incorruptible and

undefiled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

업(4절) — 원한 구원

Manifold 여러 가지(6절) — 다양한

Grid up the loins of 허리를 동이

다(13절) — 준비하다

Foreordained 미리 알린(20절) —

이 생에서 받을 부름을 위해 전세에서

준비된

Unfeigned 거짓이 없이(22절) — 진

지한, 성실한

Mailce 악독(1절) — 해치려는 욕망

Guile 기만(1절) — 기만

Clock of maliciousness 악을 가림

(16절) — 사악한 의도를 은폐함

Buffeted 매를 맞다(20절) — 연타

하다, 난타하다

Reviled 욕을 당하시다(23절) — 질

책하다, 비난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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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18~20; 4:6 — 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1918년 10월 3일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베드로전서의 이 성구를 깊이 생

각하며 앉아 있었다. 스미스 회장에게 이해의 눈이 열리면서 죽은 자의 무리를 보

게 되었다. 복음이 어떻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

약 138편에 스미스 회장이 이 시현을 설명한 내용이 실려 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의 세계를 방문하셨다고 138편은 설명

한다. 그분은 자신의 주변에 의로운 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조직하

셨다. 의로운 들은 옥에 갇혀 있는 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아

들 다. 

우리는 성전 사업을 통해서 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들에게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을 받

아들이고 구원에 꼭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5장

경전을 공부함

베드로전서 3~5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비교하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선언하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가족들에게 생활

의 필수품과 보호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신성한 책임을 통해

서 평등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가족 선언문”, 성도의

벗, 1995년 11월호, 102쪽)

베드로전서 3장 1~12절을 읽고 상기 선언문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찾아 공책에 적는다. 이 활동에서 배운 것을 부모와 이야기해 보고 여러분의

가족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협의해 본다. 

친구에게 의 세계 가르치기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친구가 이미 죽어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친척에 해 걱정을 한다고 상상한다. 베드로전서 3장 18~20

절과 4장 6절을 읽고 교리와 성약 138편 18~20절, 30~32절, 57~59절

을 조한 다음, 친구에게 가르칠 내용의 개요를 공책에 적는다. 

식품 목록 만들기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요한복음 21장 15~19절을 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도

록 부탁한 것을 적어본다. 그런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읽고 베드

로가 자기 시 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한 내용을 써 본다. 이

것은 베드로의 순종에 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2. 베드로전서 5장 5~9절을 읽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적인

양식의 목록을 만든다.

Be in subjection 순종하다(1절) —

부응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Plaiting 꾸미다(3절) — (머리를) 땋

다

Conversation 선행(1~2절, 16절)

— 행위(조셉 스미스 역, 베드로전서

3:1~2, 16)

Railing 욕(9절) — 질책하다, 비난

하다

Just for the unjust 의인으로서 불

의한 자를 신하다(18절) — 죄인을

위한 구주

Lasciviousness 음란(3절) ─ 무절제

한 격정, 정욕

Banquetings 향락(3절) ─ 음주, 주

연, 호색함

Abominable idolatries 무법한 우

상(3절) ─ 우상을 불법적으로 섬김

Oracles of God 하나님의 말 (11

절)을 하는 것 같이 ─ 하나님을 신

하여 말 을 하는 사람(선지자)

Reproached 치욕을 당하다(14절)

─ 부당한 욕을 먹다, 부당한 비난을

받다

Constraint 억지로 함(2절) ─ 강제,

압력, 협박

For filthy lucre 더러운 이(2절) ─

이익이나 금전을 취함

Heritage 맡은 자(3절) ─ 운명이 그

래서 얻게 되는 것 또는 장자 상속권

Whom resist 그를 적하다(9절)

─ 믿음 굳게 하여 그를 적하다

Babylon 바벨론(13절) ─ 로마를 비

유하는 말

Marcus 마가(13절) ─ 복음서의 저

자인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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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베드로후서 1:14 참조) 일부 사람

들이 진리에 어긋나는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하고도 직설적

인 이 서신을 썼다. 베드로는 복음의 원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충실하게 견뎌 주기를 바랐다. 이 서신에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

도에 한 지식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말 의“ 적 위엄과 통찰력은 세 등급의 광에 관한

시현과 주님이 직접하신 설교와 같은 급”이라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기

록하 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325)

베드로후서 개요

복음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

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러한 목적을 분명

하게 가르치고 있다. 1장은 우리가 주님에 한 지식을 얻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방법을 가르친다. 2장은 그리스도에 한 지식을 배도자들이

유포하는 거짓 가르침과 비하며, 3장은 주님에 한 참된 지식이 가져다주

는 희망, 즉 주님께서 지상에 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드로후서1~3장

신성한성품에참여함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진보하는 것

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12~17

참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변화

하고 성장하여“신성한 성품에 참여”

(베드로후서 1:4)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해의 왕국에 이르지

않을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배움의 사다리를 올랐으나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걸쳐 놓은 것을

알게 되는”사람들이라고 십이사도 정

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설

명하 다.(Conference Report, 1984

년 10월, 37쪽; 또는 성도의 벗,

1984년 11월호, 30쪽)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

도록 요구한 절차와 우리를 잘못된 길

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

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본다. 

경전을 이해함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10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생에 이르기까

지 인봉받는 것을 말하며, 즉 이것은 해의 광에서 최고의 등급으로 승 하는

것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이며, 신이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을 뜻한다고 하

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330) 이 말을 또한“더 확실한

예언”(베드로후서 1:19)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21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진리를 안 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3~9 — 베드로가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 이야기하다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듯이 세상은 불로 멸망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상

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에 보실 때 그 시간은 지극히 짧

은 시간에 불과하다.

베드로후서

신성한성품

사랑

형제 우애

경건

인내

절제

지식

덕

부지런하고
충실한회원

Divine 신성(3~4절) — 하나님의,

신성한

Pertain unto 속한(3절) — ~와 관

계가 있는

Unfruitful 열매 없는(8절) — 빈,

공허한

Purged 깨끗하게 하다(9절) — 깨

끗하게 하다

In this tabernacle 이 장막에(13

절) — 살아있는, 이 육신 속에

Cunningly devised fables 교묘

히 만든 이야기(16절) —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 만든 교활하고 거짓의

이야기

Privily 가만히(1절) — 은 하게

Damnable heresies 멸망하게 할

이단(1절) — 구원이 아니라 멸망만을

가져오게 할 거짓 가르침

Pernicious 호색하는 것(2절) — 멸

망하는, 해로운

Feigned 지어낸(3절) — 사실이 아

닌, 거짓의

The angels that sinned 범죄한천

사들(4절) —전세에서사탄의추종자들

Presumptuous 자긍하고(10절) —

과감하고 긍지에 찬

Beguiling unstable souls 굳세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다(14절) — 나

약한 자들을 기만하다

Much wantonness 음란(18절) —

방종한 정욕

Wallowing in the mire 더러운 구

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22절) — 진

흙 구덩이에 딩굴다

Scoffers 조롱하는 자(3절) — 무엇

을 조롱하는 사람

Hasting unto 간절히 사모하다(12

절) —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다

Wrest 억지로 풀다(16절) — 의미

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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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베드로후서 1~3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그리스도다운 성품의 목록을 만든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정리한 덕목은(베드로

후서 1:5~7) 신의 성품 또는 구주의 특성에 속하는 것들의 일부입니다. 우리

가 그분을 더욱 닮으려면 이러한 덕목을 따라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59쪽;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5쪽) 

1. 베드로후서 1장 5~7절을 읽고 베드로가 언급한 특성을 나열한다.

2. 이러한 특성에 도달하는 것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크로스워드 퍼즐을 맞추

는 것(임의의 순서로 흩어진 각 특성을 짜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베드로후서 1장 8~12절을 읽고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축

복 몇 가지를 나열한다. 

용서를 받을 것인가 또는 건짐을 받을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거

짓 교사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거짓 교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하나는 의로운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 성구를 읽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집

단을 최소한 세 명 또는 세 개를 열거하고, 사악함에서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은 사람 또는 집단을 최소한 세 명 또는 세 개를 열거한다.

친구에게 조언하기

예수 그리스도에 한 간증, 특히 그분의 재림에 한 실재성을 의심하는 친

구가 있다고 가정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재림을 믿을 경우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배

운 것을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내용

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요한의 세 가지 서신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 주후 70년과 100년 사이에 이 서신

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중 한 어려움을 겪었다. 교

회 밖의 적들은 회원들을 핍박했고,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지도자들을 거

역하 으며, 수많은 회원들을 부추겨 배도의 길을 걷게 하 다. 요한은 구주

와 복음의 진실성에 해 간증하고자 요한1서를 썼다. 

요한1서1~2장

“빛가운데행함”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에 이르지 못한다.(요한1서

1:8 참조) 속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고 죄를 극

복하고 매일“빛 가운데 행하[기]”(요한1서 1:7) 위해 필요하다고 요한이 지

적한 것을 생각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1서 1장

요한1서 2장

요한1서 2:1 —“누가 죄를 범하여도 … 우리에게 언자가 있으니”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수정하 다. “누가 죄를 범한 후 회개하

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줄 언자가 있으니”(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1서 2:1)

요한1서 2:18~19, 22 — 적 그리스도

요한이 언급한 적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

람들을 말한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1서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그분 말 의 참뜻은 무엇인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설

명했다. “굶주리기 전에는 음식이 필

요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기 전에는 사람은 그

리스도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타

락에 한 교리와 이 교리가 인류에게

미치는 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제

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87년 4월,

106쪽; 또는 성도의 벗, 1987년 5

월호, 85쪽)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있는 것(1절) —

예수 그리스도

For the life was manifested 이 생

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2절)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사셨다

The propitiation for 화목 제물(2

절) — 에 한 가로 드리는 제물

Anointing 기름 부음(27절) — 성

신의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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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한이 요한1서 1장에서 쓴 내용이 벤슨 회장의 말 을 뒷받침하는 이유

를 설명하는 을 써 본다. 

2. 요한이 요한1서 1장 8절, 10절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

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에게 요한1서 2장 1~3절의 말 이 훨씬 큰 의

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1서3~5장

“하나님의사랑”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

들이나 딸이 된다.(교리와 성약 25:1; 45:8) 그분의 충실한 아들과 딸들은

결국 승 할 것이다. 우리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축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1서 3장

요한1서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간음과 간통이 육욕의 열매이듯이 살인은 증오가 맺는 열매이다. 요한1서 3장

16절은 사랑과 미움을 비시키고 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 방을 해치

려 하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고 상 방을 살리려

한다. 

요한1서 3:18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 방을 사랑한다. 사랑은 그저 (“말과 혀로

만”) 할 수는 없으며, 오직 행동(“행함과 진실함으로”)으로 나타내야 한다.

요한1서 4장

요한1서 4:7~12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신앙이자, 희망이며, 사랑이고, 의로움이시며, 진실이며, 덕이며, 절

제, 인내, 겸손”이라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말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하

신 은혜와 신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상징하는 존재이시며, 이 모든 것이 그분 안

에 완전하고 충만하게 존재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398)

요한1서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믿는 자를 제외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고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가르친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1서 4:12) 이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

한의 간증과 일치한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6장

46절, 교리와 성약 67편 10~12절과 비교한다.)

모세와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1서 5장

경전을 공부함

요한1서 3~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한1서 3장 16~23절, 4장 7~21절, 요한2서 1장 5~6절을 읽고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에 해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을 쓴다.

Assure and hearts before him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로다(19절) —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지고 서다

Confesseth 시인하다(2~3절) — 증

언하다, 입증하다

Manifested 나타내다(9절) — 보이

다

The propitiation for 화목 제물(10

절) — … 에 한 가로 드리는 제

물

Casteth out 내쫓다(18절) — 몰아내

다

Fear hath torment 두려움에는 형

벌이 있음이라(18절) —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른다

Him that begat 낳으신 이(1절) —

하나님 아버지

Have the petitions that we

desired of him 우리가 그에게 구

한 그것을 얻은 줄을(15절) — 우리

가 청한 것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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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2서

요한2서는 요한1서보다 더 개인적인 편지로“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

녀”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교회의 지부와

회원을 상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요한1서와 마찬가지로 요한2서에는

복음의 진실성에 한 요한의 간증이 담겨 있다.(요한1서 소개 참조)

요한2서1장

거짓교사를경계함

요한은 사람을 속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교회 회원

들에게 경고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나 사자(및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지 그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요한2서의 기록에서 도움을 구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2서 1장

경전을 공부함

요한2서를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요약문 쓰기

요약문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구성되며 이야기나 책의 요점을 정리

한 것이다. 요한2서를 읽고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가르친 것을 요

약한다.

사도 요한은 이 세 번째 편지를 처음 두 편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썼다. 이

편지를 쓴 시기와 목적은 요한1서를 쓴 시기와 목적과 유사하다.(요한1서의

소개 참조) 이 편지는 요한이 그 지역에 보낸 형제들(선교사들)을 지원해 준

것에 한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것이다. 요한

은 또한 이 기회를 앞서 이야기한 지도자들을 접하지 않은 것에 하여

꾸짖는 데 이용하 다. 

요한3서1장

다른사람을돕고사랑함

최근에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로 이사를 왔거나 여러분의 지역에서 침례를

받은 새로운 가족을 생각해 본다. 그들은 회원들의 접을 잘 받았는가? 그

들이 환 과 사랑을 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는

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접하는 데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던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 하여 썼다. 두 사람의 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가? 요한3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중요성에 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경전을 이해함

요한3서 1장

Elect 택하심(1절) — 선택되다

Beseech 구하다(5절) — 청하다, 부

탁하다

Look to yourselves 너희를 삼가다

(8절) — 조심하다

Abideth 거하다(9절) — 머물러있게

하다. 계속하다

Bid him God speed 인사하다(10

절) — 그가 환 받게 하다

The elder 장로(1절) — 사도 요한

My children 내 자녀들(4절) — 요

한이 가르치거나 관리하 던 회원들

Borne witness of thy charity 너

의 사랑을 증언하다(6절) — 너의 사랑

과 친절에 해 얘기하다

Bring forward on their journey

after a godly sort 하나님께 합당하

게 전송하다(6절) — 하나님께서 인정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여행을 위하

여 그들을 돕다

Loveth to have the preeminence

으뜸되기를 좋아하다(9절) —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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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

경전을 공부함

요한3서를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인물 묘사하기

용모가 아니라 행동을 근거로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다

고 상상한다. 요한3서를 읽고 화가 친구를 위해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

리오의 닮은 점을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간단한 을 쓴다.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자“주님의 형제”중 한 사람이었다. (경전 안내서,

“유다, 야고보의 형제”, 227쪽 참조) 유다는 구약을 잘 알았으며 귀중한 교훈

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이야기와 예를 이용하 다. 

유다는 배도의 위험에 해 걱정하 는데, 그가 서신을 보낸 사람들 사이에 배

도의 싹이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거짓 교리가 위험 수위에 이르 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유다서1장

경전에서문제의
해결책을찾음

에즈라 태프트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경전, 살아있는 선지자의말 과개인적인계시에서찾아볼수있는하나님

의말 에는 성도들을굳게하고, 으로무장하여악을물리치고, 선을이탈

하지 않게 하며 이 생에서기쁨을누릴수있게하는힘이있습니다.”

“모든 회원과 가족이 정기적으로 경전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러한 현상들

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간증이 커지고, 약속이 확고해지며,

가족이 강화되며,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의로운 가운데 성공하고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으며 일상

생활에서 인도를 받고 병든 혼을 고치는 등 축복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말

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말

의 힘,”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187~190쪽)

유다가 자신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경전을 이용한 방법을 찾아

본다. 

경전을 이해함

유다서 1장

경전을 공부함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활동 가 또는 나 중 한 가지를 한다.

그림 그리기

1. 유다서 1장 12~13절에 설명된 사물의 그림을 그린다.

2. 수분이 없는 구름, 열매가 없는 나무, 바다에 이는 파도의 거품, 떠돌아다

니는 별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악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비유해

보자.(유다서 1장 5~7, 11, 14~15절을 참조한다.)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유다는 그릇된 가르침이 백성들을 죄와 불행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몇 가지

실례를 들었다. 다음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예들이 유다서 1장 12절에 말

한 물 없는 구름과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의 이미지와 같은지 설명한다. 

1.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7~8절 참조)

2. 사탄이 미가엘과 변론하는 예화(아담; 9절 참조)

3. 가인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다.(11절 참조)

Prating against us with

malicious words 악한 말로 우리

를 비방하다(10절) — 거짓으로 비난

하다

Salute 문안하다(15절) — 인사를

드리다

Sanctified 사랑을 얻다(1절) — 거

룩하게 되다,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

게 되다

Earnestly contend for 힘써 싸우

다(3절) —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

해 힘써 일하다

Unawares 가만히(4절) — 은 하게

Who were before of old

ordained unto this

condemnation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4절) — 사악

함이 알려진 자

Turning the grace of our God

into lasciviousness 하나님의 은혜

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4절)

—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해주실

것이므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 로 죄를 짓고 색욕에 빠

져도 괜찮다고 하는 것

Angels which kept not their

first estate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

니한 천사들(6절) — 루시퍼를 따르기

로 한 전세의 들

Defile the flesh 육체를 더럽히다(8

절) — 정욕에 탐닉히다

Despise dominion and speak

evil of dignities 권위를 업신여기며

광을 비방하는도다(8절) — 하나님

의 권위를 거부하며 그분과 그분의 지

도자들을 욕하다

Gainsaying 패역을 따라(11절) —

모반, 부인

Hard speeches 완악한 말(15절) —

사악한 말, 난폭한 말

Swelling words 자랑하는 말(16절)

— 자랑하는, 뽐내는 말

Pulling them out of the fire 불에

서 끌어내다(23절) — 그들을 사탄과

그의 추종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다

Hating even the garment

spotted by the flesh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다(23절) — 죄를 지

을 마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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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은 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후기, 짐승 및 기

타 비 에 관한 예언을 떠올린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실려있

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 몇 절의 성구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그

분의 종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요한은 여기에 자신이 본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한 간증을 기록했다.(요한계시록 1:1~2 참조) 다시 말하

자면,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그밖의 경전의 부분의 메

시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 것이며 그분에게 나아올 것을 권하고 있

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한 가르침을 찾아본다. 요한계시록

의 상징적 언어와 이미지는 처음에 어렵게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

명과 그분의 권능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

요한은 에게해의 밧모 섬에 죄수로 갇혀 있는 동안 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사도들 부분이 신

앙 때문에 이미 순교를 당했었다. 부분의 회원들은 로마와 로마 제국의 다

른 곳에서 잔인한 접을 받았다.

그 당시에 구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시련을 겪는 이유가 무

엇인지, 또 지상에 벌어지고 있는 악, 특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악에

응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상상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거시적으로 제시하 고, 당시 성도들이 이 생에서 벌어지는 핍박

과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선과 악 사이의 싸움과 지상에서 외견상 악

의 권능이 득세하는 것에 해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접하고 나면 격려와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경전 안내서의“요한계시록”(221쪽)에서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하

게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시 를 위한 계시

요한계시록의 첫 3장에는 요한 시 의 일곱 교회에 주는 권고가 실려 있지만,

이 권고의 말 은 우리 시 에도 적용된다. 요한이 시현을 통해 본 것 중

부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후기와 복천년 동안 일어날 사건을 나타낸

다.(니파이전서 14:14~28 참조) 따라서 우리 시 의 성도들은 특히 요한계

시록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한의 권고

요한은 시현을 통해 본 것을 설명하고 그가 살던 시 의 교회에 권고를 하기

전에 이“예언의 말 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요한계시록 1:3)라고 말하 다. 요한계시

록을 읽으면서 요한의 듣고 순종하라는 권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가까워진”시 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시 에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1장

예수그리스도의계시

우리는요한이밧모섬에갇힌이유는모르지만, 그섬이주로로마의감옥으

로이용되었다는것은알고있다. 기독교인들은1세기의마지막기간동안에

굉장한핍박을받았다. 요한도하나님의말 과예수그리스도에 한간증

때문에밧모섬으로추방되었다.(요한계시록1:9 참조) 그러나이러한상황에

서도요한은“주의날”에성령을찾았으며(요한계시록1:10) 예수그리스도

의놀라운시현을보았다. 이내용을요한계시록1장에서읽을수있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장

에게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중해

블
레
셋

서머나

에베소

밧모 섬

그레데 구브로

Signified it 계시하다(1절) — 계시

하다, 전하다

First begotten of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5절) —

부활할 첫 번째 사람이다

Dominion 능력(6절) — 권위, 통치,

지배

Alpha and Omega 알파와 오메가

(8절, 11절) — 헬랍어의 처음 자

와 마지막 자, 구주의 호칭

Tribulation 환난(9절) — 시련과 어

려움

The Lord s day 주의 날(10절) —

기독교의 안식일(일요일), 주님께서 부

활하신 날

Girt about the paps 가슴에 … 띠

고(13절) — 가슴에 두르다

His countenance 얼굴(16절) — 용

모, 특히 얼굴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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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공책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해 배운 것을 나열한다.

1. 다음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답한다.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전에 예

수 그리스도에 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해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그분에 해 가장 깊은 인상

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가? 

2.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상징 해석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음 상징을 찾아서 각 상징이 의미하는 바와 상징을 통

해서 배운 것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님은 요한이 본 상징 중

일부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셨다.(상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5쪽의

“예표와 상징의 의미를 찾아본다”편을 다시 읽기 바란다.)

• 일곱 금 촛 (요한계시록 1:12~13, 20; 제3니파이 18:24 참조)

• 구주의 흰 용모(요한계시록 1:14; 앨마서 13:24 참조)

• 구주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요한계시록 1장 16절, 20절;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8절, 20절에는‘천사’를“일곱 교회의 종들”

이라고 바꾼 것에 유의하기 바람)

• 구주의 혀를 양날의 검에 비유하 다.(요한계시록 1:16; 힐라맨서 3:29

참조)

• 구주의 얼굴은 해가 비취는 것 같더라(요한계시록 1:16; 교리와 성약

88:7 참조)

요한계시록2~3장

일곱교회에주는권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이 당시 일곱 교회에 전한 권고의 말 이 실

려 있다. 그러나 요한은 권고를 전하는 사자에 불과했으며 권고의 말 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오늘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 과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실린 권고의

말 의 목적은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로 생활하고 복음의 축복을 받

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실린 권고의 말 이 우리

시 교회 회원들에게 왜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힘든 것이 아니

다. 주님께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

한 약속은 오늘날에도 해당된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 첨부된 중요한 수정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을 수정

하여 천사(Angel)라는 단어를 종(Servant)으로 바꿨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천

사를 종으로 수정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침상

(Bed)을 지옥(Hell)으로 수정하 으며, 요한계시록 2장 26~27절을 수정하여 예수

께서 다스리시는 수단인“철장”은 하나님의 말 을 뜻하며 예수님은 27절의 내용

처럼 외견상 모진 엄벌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정의, 공정으로 다스리신

다는 것을 명백히 하 다. 

요한계시록 2:2, 9, 13, 19(또한 요한계시록 3:1, 8, 15절 참조) —“내가 네 행

위를 아노니”

주님은 지부 회원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각 지부에 명백히

밝히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7, 11, 17, 26(또한 요한계시록 3:5, 12, 21절 참조) —“이기는

그에게”또는“이기는 자”

주님께서 교회의 지부에 하신 약속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약속 모두는 해의

광의 생과 승 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르게 설명한 승 의

표현 방식을 읽는 것은 유익하고 흥미롭다. 

•“생명나무”(요한계시록 2:7)는 생을 뜻한다.(요한계시록 22:2 참조)

•“생명의 관”(요한계시록 2:10)과 다스림의 약속(요한계시록 2:27 참조)은 해

의 광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로 원히 다스리는 축복을 말한다.(교리와 성약

Bear 용납하다(2절) — 견디다, 참다

Tried 시험하다(2절, 10절) — (그들

이 참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시

험하다

Borne 참다(3절) — 견디다

Nicolaitans 니골라 당(6절, 15절)

— 어떤 거짓 가르침을 믿고 비도덕

적인 행동을 허용하며 심지어는 그것

을 부추기면서도 은 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

Tribulation 환난(9~10절, 22절)

— 시련과 고통

Blasphemy 비방(9절) — 성스런 것

들에 해 거짓을 말하거나 경외심이

없이 말하다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11

절) — 원히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

나는 것

Thou holdest fast 굳게 잡아서

(13, 25절) — 충실하다

Martyr 죽임을 당하는 사람(13절)

— 순교자,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

을 당하는 사람

Seduce 꾀다(20절) — 꾀어내다, 유

혹하다

Vessels of a potter 질그릇(27절)

— 진흙으로 빚은 그릇

Shivers 깨뜨리는 (27절) — 조각을

내는

The mornig star 새벽 별(28절) —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요한계시록

2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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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 참조)

• 새 이름이 새겨 있는 흰돌(요한계시록 2:17 참조)은 오직 해의 광의 왕국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어진다.(교리와 성약 130:10~11 참조)

• 흰 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요한계시록 3:4~5)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하게

되어 해의 광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을 말한다.(교리와 성약 88:2 참조)

•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받은 자들(요한계시록 3:12 참조)은 곧 신이

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승 한 사람들이 약속받은 축복이다.(교리와 성약

76:58 참조)

• 그분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것(요한계시록 3:21)은 그분처럼 된

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축복은 해의 광의 왕국 중 가장 높은 등급에서

승 을 상속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교리와 성약 132:20 참조)

주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지은 방법을 설명하신 다음 승 에 한 약속을 주신 것

은 의미 심장하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죄를 진 자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생을 얻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1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오늘날 교회에는 자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그들의 봉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고 적으로는 부족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05쪽)

요한계시록 3:20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해 다음과 같은 말 을 했다.

“화가인 홀맨 헌트는 위의 성구를 화폭에 담고 싶은 감이 떠올랐다. 어느 날

그가‘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의 친구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 친

구가 이렇게 말했다. ‘잘못 그린 곳이 있군.’”

“‘그래? 뭐지?’라고 화가가 되물었다.”

“‘그 그림에는 손잡이가 빠졌어.’라고 친구가 답했다.”

“‘아, 그래.’하며 화가가 말을 이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지. 이건 인간의 마음을

여는 문이거든. 안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문이야.’”

“사실이 그렇다.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 것인가는 우리

가 결정해야 한다. 주님의 도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인간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용서가 낳는 기적, 192~193쪽)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읽은 것을 정리한다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권고의 말 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에 한 설명 중 한 가지를 반복하여 말

하셨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말 하셨

다. 또 주님은 회개하는 방법과 회원들이 충실하면 받게 될 축복에 해 말

하셨다. 공책에 아래 도표를 그린 다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중요

한 사항을 도표에 기입한다.

경전을 생활에 적용함

1.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준 권고의 말 중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

는 권고의 말 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주님께서일곱교회에주신약속가운데(요한계시록2장“경전을이해함”

참조) 여러분이 생을구하도록격려하는약속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무

엇인가?

요한계시록4장

“이후에마땅히될일”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시현을 통해 본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이 후

에 마땅히 될 일”에 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요한이 시현을 설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 나머지 부분을 구성한다. 그의 설명은 이따금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지만, 사건들을 전개한 목적은 앞으

Thou holdest fast 지키다(3절, 11

절) — 충실하다

Defiled 더럽히다(4절) — 더럽게 만

들다(죄 때문에 적으로 깨끗하지 못

하게 되다) 

Key of David 다윗의 열쇠(7절) —

다스릴 권능

The Amen 아멘(14절) — 그리스도

를 가리키는 말로“참된 분”을 의미한

다

Wretched 곤고한(17절) — 지속되

는 고통, 고통받는

Eyesalve 안약(18절) — 안약

Rebuke and chasten 책망하여 징

계하다(19절) — 나무라고 훈계하다

Zealous 열심을 내다(19절) — 성실

하고 부지런한

도시

에베소

(요한계시록 2:1~7참조)

서머나

(요한계시록 2:8~11 참조)

버가모

(요한계시록 2:12~17 참조) 

두아디라

(요한계시록 2:18~29 참조)

사데

(요한계시록 3:1~6 참조)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7~13 참조)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7~22 참조)

그리스도에

한 설명

그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린 일

그들이

회개해야 할 일

약속된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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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을 일을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한 시현을 설명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4장에 언급된 상징 중 일부에 한 해석을 계시로 받았

다.(교리와 성약 77:1~5 참조)

요한계시록5~7장

일곱인으로봉한책

이 책에는“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여러 비 과 일들”이 실려 있다.(교리와 성약
77:6)

요한은 시현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들고 계시는 것도 보았다.(요한계시록 5:1 참조)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이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한 번에 하

나씩 인을 떼시었다. 그분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요한은 이 책의 해

당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다. 요한계시록 6장 1~11절에 처

음 다섯 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7장까지 이어진다. 교리와 성약 77편

6~7절은 일곱 인은 각각 일천 년간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각 인을 뗄 때마다 요한이 본 것은 일천 년 간의 역사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상징한다. 즉 첫 번째 인은 아담이 타락한 후 일천 년간의 역사를, 두 번째

인은 그 다음 일천 년간의 역사를 의미하는 식으로 역사의 사건들이 전개되

었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1, 5(또한 요한계시록 1:4; 2:1; 8:2 참조) — 숫자 7의 의미는 무엇

인가?

숫자 7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곳곳에서 언급된다. 이를테면, 요한은 일곱 교

회에 편지를 썼다.(요한계시록 2~3장 참조) 그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았

고(요한계시록 5장 참조), 일곱 나팔의 소리로 지상에 심판이 내려졌으며(요한계

시록 8~9장; 11장 참조), 진노의 일곱 접이 땅에 쏟아졌다.(요한계시록 16장

참조) 히브리 말로 숫자 일곱을 뜻하는 쉐바(Sheva)는 충만함 또는 온전함의 개념

을 나타내며 요한이 시현에서 본 상징 중 하나이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전 교회를 상 로 이야기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5:1~2, 5(또한 요한계시록 6:1, 3, 5, 7, 9, 12 참조) — 인

옛날에 공식 문서, 두루마리, 기록은 왁스를 이용해 인을 쳐 마감되었다. 인에는

문서를 봉인한 사람을 나타내는 날인이 들어 있다. 이렇게 봉인된 문서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입회인 앞에서 개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 비 과 일

들”(교리와 성약 77:6)이 요한이 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책을 펴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분만이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 수 있

다.”(저 멀리 예루살렘 성, 찬송가, 112장)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1, 3, 5, 7절(또한 요한계시록 4:6~9 참조) — 네 생물

네 생물은 그들이 속한 동물의 부류에서 가장 고귀하거나 가장 강한 생물을 가리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동물 중 사자, 가축(인간이 이용하는 가축) 중

황소, 새 가운데 독수리, 모든 생물 중 인간을 말한다. 교리와 성약 77편 2~4절

에서 이 네 생물에 한 감어린 해설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6~7장 — 여섯 인의 상징

현 의 계시에 의하면 각 인은 일천 년 동안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한다.(요한계시

록 5~7장 소개 부분 참조)

첫 번째 인을 떼자, 요한은 면류관을 쓴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정복하는 것을 보았

다. 이것은 백성들을 도와 사탄을 포함하여 적을 정복한 후 흰 말이 상징하는 정

결하고 의로운 도시를 세웠던 에녹을 가리킨다고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말했

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476~478) 두 번째 인을 떼었

을 때 노아와 홍수 시 에 일어났던 폭력, 죽음, 파멸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하던 시 를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주하 고, 야곱(이스라엘)의 가족도 기근으로 고생했

다. 네 번째 인을 떼자, 기원전 1000년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기 사이에

성약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의 역사를 기억나게 했다. 이 시기는 백성들

이 외국인들로부터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던 시

절이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요한 시 의 충실한 성도들이 당했던 일, 즉 그들

의 간증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

the Root of David 유 지파의 사

자 다윗의 뿌리(5절) — 예수 그리스

도(창세기 49:9; 이사야 11:10 참

조)

Vials 접(8절) — 용기, 그릇

Odours 향(8절) — 타는 향의 좋은

냄새

Balances 저울(5절) — 무게를 다는

저울

Avenge our blood 피를 신원하다

(10절) — 순교자들을 생기게 한 것에

정확히 응당한 처벌

Sackcloth of hair 털로 짠 상복(12

절) — 옛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나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할 때 검은 염소의 털이나 가죽

을 옷으로 입었다. 

Bondman 종(15절) — 노예, 종

Wrath 진노(16절, 17절) — 노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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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인을 뗀 후 나타난 사건들은 더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이 사건들은 구

주의 재림을 비한 경륜의 시 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요한계시록 6:6 — 과 보리의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되는한사람이하루먹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하

루치노임에해당하는삯이었다. 이것은 곧 기근 때문에 식량이 비쌌다는 것을말

한다. 보리의값은 보다쌌지만, 보다 질이 떨어졌으므로 주로 기근 때나 먹던

식량이었다. 요한계시록6장5절에 언급한 저울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는 식량을

정확하게저울에달아내주었다는 것을 말하며 기근의 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3~8 —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다

거짓 신을 섬긴 사람들이 자신의 이마에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나 상징을

표시하는 것은 요한의 시 에 흔히 있는 관습이었다. 구주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들은 신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22장 1~5절

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얼굴에“[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앨마서

5:14)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그들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있다

는 것, 즉 그들은“항상 그를 기억[함]”을 의미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사천이라는 예언은 교리와 성약 77편 9~11절에

설명되어 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5~7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마 중 세 가지를 한다.

중요한 교리를 설명함

천사가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물은 질문에 한 해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1. 요한계시록 5장 5~6절에서 상징적으로 서로 정반 가 되는 예수님의 이

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2. 상징적 이름이 왜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분은 어떻게 두 가지 상징적 존재

가 될 수 있을까?

구주를 존귀하게 여김

1.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설명한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계

속해서 존귀하게 찬미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 지상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두 가지를 제시한

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방법을 적어도 한가지 제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설

명한다.

치유 방법 처방하기

1. 넷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시현을 통해서 본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무엇

인가? 누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는가? 

2. 니파이후서 9장 6~14절을 읽고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인지 설명한다. 

후기의 적인 보호

1.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사건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요한은 이것을 진노의 큰 날로 규정하

면서 누가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하 다.(요한계시록

6:17 참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들이 보존

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2. 이 축복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몇 명이 더 포함되었는가?(요한계시록

7:9 참조)

3. 요한계시록 7장 13~17절의 설명에 따르면 백성들이 보존된 이유는 무엇

인가? 여러분도 그러한 백성의 무리에 속하고 싶은가?(요한계시록 7장

3~8절“경전을 이해함”편에서“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다”에 한

설명을 참고한다.) 

4.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장 머리에 남는 것 중에서, 후기의 적인 보호에

한 말 을 할 때 활용할 만한 상징이나 이미지 두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들 상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Arrayed 입다(13절) — 아름답게

정장하다

Tribulation 환난(14절) — 시련과

핍박

일곱 인에 한 요약

첫째 인 처음 1,000년간의 역사 에녹 흰 말

둘째 인 두 번째 1,000년간의 역사 전쟁과 홍수 붉은 말

셋째 인 세 번째 1,000년간의 역사 기근 검은 말

넷째 인 네 번째 1,000년간의 역사 제국 청황색 말

다섯째 인 다섯째 1,000년간의 역사 순교자

여섯째 인 여섯째 1,000년간의 역사 회복과 자연 재해

일곱째 인 일곱째 1,000년간의 역사 복천년

후
기

요
한

옛
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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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8~9장

일곱째인을떼실때의일곱천사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8~22장

에는 일곱째 인을 떼신 후에 요한이 본 시현이 실려 있다. 다음 도표는 요

한계시록 8~22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듯하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한 기록이 있는데, 기도를 하늘

로 올라가는 향연(smoke)으로 상징했다. 커다란 환난 가운데 있는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섯 천사가 차례로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자 내려왔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처음 네 천사에 한 기사가 실려 있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및 여섯째 천사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다섯째 및 여섯째 천사들의 심판은 처음 네 천사들의 심판보다 극적이고 호

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일곱째 천사가 내려오는 기사가 있다. 일

곱째 천사가 내려올 때 일어나는 일은 처음 여섯 명의 천사가 내려올 때의

일과 사뭇 다르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특히 큰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

하나는 다섯째 천사의 심판이“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4절)

자들에게만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의식에

순종하여 얻는 적이고 때로는 육적인 보호를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나머

지 하나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회개를 권고하기 위해 파멸을 내려 보내셨지

만(교리와 성약 43:20~25), 여섯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분”후에도,

사악한 자들은 여전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다.(요한계시록 9:20~21 참조) 노아 시절과 몰몬경의 니파이 백성들의 최

후 몇 년 간에 일어났던 일처럼, 너무나 사악해진 백성들이 회개하기란 거

의 불가능하 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여러분이 읽

은 앞의 몇 개의 장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사용한 이미지는 그가 실제로 본

이미지가 아닐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가 본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10장

요한의사명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에 다섯째 및 여섯째 천사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

으므로 10장에는 당연히 일곱째 천사에 한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 일곱째 천사가 심판

의 나팔을 불기 전에 마땅히 일어날 일과 요한이 시현을 통해 본 후기의 사

건에서 그의 역할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8~11 — 요한이 먹은“작은 책”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77편 14절에 작은 책이 상징하는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교리와 성

약 7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요한은 변화된 것이다. 요한은 신체상으로 변화되어

나이를 먹는다든가 육체적인 고통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1831년

6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계시자 요한은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끌려갔

던 이스라엘 백성의 열 지파를 오랜 분산으로부터 돌아올 준비를 하기 위해 그

당시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예언했다.(교회 정사, 1:176) 

요한계시록의 강조 사항

타락 이전의 사건들

첫째 인

처음 1,000년간의 역사

둘째 인

두 번째 1,000년간의 역사

다섯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12:7~12)

하늘 전쟁

11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6:1~11)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14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6:12~7:8)

여섯째 인

211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8~19장)

일곱째 인을 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섯 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20:1~6)

복천년

아홉 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20:7~15)

마지막 장면

33개 절의 성구(요한계시록 21:1~22:6)

지구가 해의 광의 왕국이 되다

셋째 인

세 번째 1,000년간의 역사

넷째 인

네 번째 1,000년간의 역사

다섯 째 인

다섯 번째 1,000년간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

여섯째 인

여섯 번째 1,000년간의 역사

일곱째 인

일곱 번째 1,000년간의 역사

지구가 해의 광의

왕국이 되다

제랄드 엔 런드의“요한계시록 — 요한계시록이 편찬되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개작한 것임, 

신약 심포지움에서(1980년), 120쪽

As it were ~같고(1절) — 같이,

처럼

Mystery 비 (7절) — 일반적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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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으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선교 사업을 위한 부름

1. 요한이작은책을먹는것(요한계시록10:8~9)은주님을위한특별한사명

을위해부름을받았음을의미한다. 니파이후서32장3절을읽고요한이책

을먹는다는것이무엇을상징하는지, 그리고요한이선교사업에봉사하기

전에이일을하고싶어한이유를설명한다.(교리와성약11:21~22 참조) 

2. 요한이 먹은 책의 맛이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두 단어를 찾아본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적어본다.(앨마서 17:4~5;

26:28~33 참조)

요한계시록11장

특별한두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팔을 부는 일곱째 천사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은 3년 이상 지속된 다른 중

한 사건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찾아본다. 일곱

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을 찾아보고, 그 사건은 여섯째 천사

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본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2~3 —“마흔두 달”과 천이백육십 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이방인들이 삼 년 반에 해당하는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 상징

적으로 짓밟힌 배도의 시기를 의미한다. 3절에“두 증인”이 3년 반에 해당하는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룩한 도시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종들에 의한 성역이 배도의 기간과 균형을 맞추어 베풀어져 백성들

에게 주님과 주님을 반 하는 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게 된 것

을 요한은 상징적으로 보았다.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많

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 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1:3~12 —“두 증인”

교리와 성약 77편 15절은 두 증인에 해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한다. 이 두 선지

자는 엘리야(열왕기상 17:1 참조)와 니파이(힐라맨서 10:6~11 참조)와 같은 권

능이 있다. 두 선지자의 적들은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한 후에라야 선지자들을 제

압할 힘을 가지게 된다.(요한계시록 11:7 참조)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그

들은“감람나무”와“촛 ”로 불렸다. 이 뜻은 아마 그들은 감람나무처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사람들의 등에 기름을 주고, 마치 촛 처럼 세상의 빛이신 주님에

게서 나오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브루스 알 맥

콩키 장로는 해석하 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510)

요한계시록 11:8 —“큰 성은 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소돔”이라고 비유하 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기와 주민들이 예수님과 그분께서 권

세를 주신 종들을 배척한 시기의 예루살렘의 사악함을 의미한다. 요한은 모세 시

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겪은 속박처럼 사악함 때문에 야기된 적인 속박을 상

징하기 위해 예루살렘을“애굽”이라고 비유하 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주님의 증인

선지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해 간증한다. 요한계시록

11장 3~12절을 주의해서 읽고 두 증인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에게 일어

난 일, 그분께서 지금까지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일 사이에 있는 유사점을 나

열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인가?

1.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의하면 요한이 시현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두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행한 일에 해 어떻게 생각하 느

가?

2. 사람들이 현 의 선지자들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를 같은 방법

으로 설명한다. 

3. 요한이 시현을 통해서 본 사람이나 선지자들에 해 같은 생각을 가진 요

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선지자들이 우리를“괴롭히기”보다

도우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요한이 일곱 천사를 보았으며, 각 천사에게는 불 나

팔이 있었고, 처음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

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은 요한계시록 11장 15~19

절에 설명되어 있다. 

1.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어떤 선언이 있었는가? 

2.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린 후 일어난 일은 처음 여섯 나팔 소리가 울린 후

일어난 일과 어떻게 다른가? 

3. 왜 성도들은 압도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소리를 높 다고 생각

하는가?

Reed 갈 (1절) ─ 기다랗고 곧은 막

Rod 지팡이(1절) ─ 제왕의 홀, 지팡

이

Without 바깥(2절) ─ 바깥에

Sackcloth 굵은 베옷(3절) ─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조악한 옷으로 개

자기 자신을 낮춘 자가 입음

Testimony 증언(7절) ─ 성역; 가르

치고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 행하는 것

Make merry 기뻐하다(10절) ─ 기

뻐하다, 축하하다

Tormented 괴롭게하다(10절) ─그

들의죄에 한죄책감을상기시키다

Remnant 남은 자(13절) ─ 죽지 않

고 살아남은 자

Woe 화(14절) ─ 슬픈 일,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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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12장

선과악의큰전쟁

요한계시록 11장의 후반부를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세상 나라

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

로다”라는 내용이 있다.(15절) 악한 자들이 멸망된 후 천 년 간의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복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복천년 기간 중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고“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광을 받게 될 것[이다.]”(신앙개

조 제10조)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복천년 기간 중 전개될 상태에

한 이야기는 없다. 그 신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에 적하는 사탄 왕국의 번성과 복천년을 비한 사탄

왕국의 멸망이 자세히 전개된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이 전세에서

사탄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믿는 무리 사이에 일어난 큰 전쟁이 지구의

역사에서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계속되는 몇 개의 장은 부분 후기에 일어날 일을 다루었다.(니파이전서

14:18~22, 27 참조)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1~6, 13~17 — 여자와 남자 아이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요한이 본 여자는“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남자 아이는“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쇠막 ”(조셉 스미스 역 성

경, 요한계시록 12:3) 또는“하나님의 말 으로 열방을 다스리실 그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 12:7)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도께서 이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친히 이 왕국을 세우셨다. 배도 때문에 이 왕국

은 수세기 동안“광야”로 쫓겨났다. 이 말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왕국이 세상

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지배적인 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다시 지상에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후 그분이 복천년 기간 동안 지상을 다스리실 때 완전하게 사용될 것이

다.(교리와 성약 65편 참조)

요한계시록 12:3~4, 7~17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용을 사탄, 악마라고 밝혔다. 머리는 사탄의 지식을 상

징하고, 뿔은 사탄의 권능을, 면류관은 스스로 사탄에게 굴복 당하도록 허용하는

자들을 사탄이 통치하거나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4절에서 사탄이“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라는 부분에 유의한다. 현 의 계시를 읽으면 이것은 전세

에서 사탄을 따름으로서 육신을 얻지 못하고 원한 진보를 할 수 없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29:36~38; 아브라함서 3:23~28

참조)

요한계시록 12:7~11 —“하늘에 전쟁”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전쟁이 일어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

다. 예수님께서 말 하시기를 일부 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

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말하

면서 자신의 계획을 천국 회의에 제출하 습니다. 하지만 천국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악마는 하나님을 모반하여 항을

했고 그에게 머리를 돌렸던 모든 자들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4; 또한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3~28 참조)

사탄이 전세에서 패배한 후 선과 악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 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교리와 성약 76:28~29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 했

다. “우리는 계시자인 요한이 예언한 시 에 살고 있습니다. … 사탄은 간증을 가

지고 계명을 지키려는 교회 회원들을 상 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말 의

힘”, 성도의 벗, 1986년 5월호, 79쪽)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이름이 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12장 1~10절에서 루시퍼를 가리키는 이름 또는 명칭 다섯 개를

나열한다. 그 이름이나 명칭 하나 하나가 사탄에 해 가르쳐 주는 바를 설명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탄에 한 경고를 듣고 그의 향력을 피할 수

있다. 도움을 얻기 위해 경전 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다. 

경전상에 나타난 여러분에 관한 기록을 읽는다.

1. 요한계시록 12장 7~11절은 전세에서 하늘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다. 여

러분이 11절에서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아브라함서 3:23~28 참조) 

2.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 자신에 하여 알게 된 것과 전세에서 여

러분이 행한 행동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

명하는 문단을 작성한다. ̀ 

3. 오늘날 여러분의 생활에 이런 가르침과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찾아본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치기를“육신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육신이 없는

자를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경우에 한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능이 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쪽) 그는 이렇게 말했

Travailing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2

절) — 산고, 아기를 낳을 때의 진통

Devour 삼키다(4절) — 먹어치우다,

삼키다(이 경우, 멸망시키는 것을 말

함)

Prevailed 이기다(8절) — 승리를

얻다

Inhabiters of the earth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12절) — 땅

에 사는 사람들

Wrath, Wroth 분냄, 분노(12절,

17절) — 노함, 화를 내는

Nourished 양육받다(14절) — 생존

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받다

Time, and times, and a half

time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14절)

— 이 말은 삼년 반을 가리킨다. 

The ramnant 남은 자손(17절) —

나머지 자손,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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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악한 들은 그들이 지배를 받는 경계와 한계와 법이 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576)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했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의 권능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주님을 섬기고 악마를 물리침”, 성도의 벗,

1995년 9월호, 7쪽)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파우스트 회장의 말 이 참됨을

증명한 예를 찾아보자.

요한계시록13장

악을상징하는짐승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요한은 선과 악의 전쟁에 해 계속되는 그의 시

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 다. 13장은 지상에서 사탄이 조장하는 악을 하나

님의 왕국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거스르는 힘센 짐승으로 묘사했다. 사탄은

위협과 폭력으로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려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짐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사탄의 노력을 상징하며 짐승이 아무리

심한 상처를 받을지라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요한계시

록 13:3 참조) 다시 말해서 사탄의 한 가지 음모가 꺾인다 해도 사탄은 여

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공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짐승의 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려 애를 썼다.(육백 육

십 육; 18절) 현 의 선지자들은 짐승의 수를 언급한 성구에 해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회원들은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고 선지자들이 가르

치지 않은 인간의 이론을 가르치거나 퍼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14장

지상의수확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의 왕국의 권능과 번성에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

는 반면, 14장에는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고 발전해 가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간은 잘 익은 작물을 거둬들이고 저장하며 쓸모가

없는 작물을 베어 갈아엎으고 태워버리는 등 폐기 처분하는 추수 기간에 비

유되었다.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는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께

서 재림하시는 때에 추수 즉, 심판의 날이 시작됨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즉 신앙의 일

들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히 추수하실 수 있도

록 준비할 수 있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1—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요한계시록 7:3~8 “경전을 이해함”(168쪽) 편을 참조한다.

요한계시록 14:1~5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

옛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은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

기 위해 성전에 가져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처음 익은 열매”를 받쳐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께 증명해 보 다. 요한계시

록 14장 1~5절에 설명된 십사만사천 명의 사람들도 작물 중 처음 익은 가장 좋

은 것을 바쳤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행했다. 즉, 그들은 주님께 첫

번째이며 가장 훌륭한 순종을 바쳤다.(4~5절에 설명되어 있음) 이렇게 해서 그들

은 지상에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Redeemed 속량함을 받다(3절, 4절)

— 구원을 받다( 자 그 로 풀이한다

면 노예나 속박의 상태에서 돈을 주고

구해 주다)

Defiled 더럽히다(4절) — 행실이 더

러운, 부정한

Virgins 순결한 자(4절) — 성적으로

순결한

Guile 거짓말(5절) — 모든 종류의 부

정직, 기만

Wrath 진노(8절, 10절, 19절) — 심

판

Fornication 음행(8절) — 우상을 섬

김

Indignation 진노(10절) — 혹심한

심판

Sickle 낫(14~19절) — 곡식의 줄기

를 베기 위해 사용되는 굴곡이 진 날

카로운 날

Reap 거두다(15절) — 추수 때에 작

물을 베다

Winepress 포도주 틀(19~20절) —

포도를 짓밟아 포도에서 즙을 짜내는

곳

낫

포도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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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

다. “내려온 천사는 모로나이입니다. 그의 음성은 티끌 속에서 울려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증거하 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93쪽; 성도의 벗, 1995년 11월호, 70쪽) 모로나이 천사가 내

려온 목적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교리

와 성약 133:17~19 참조)

요한이 본 시현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모로나이는 조셉이 살던 곳에서 추수 철

이 시작될 무렵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처음 방문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이 말 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

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집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구(모세서

7장 62절 참조)가 될 책에 해 조셉에게 말하 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3년 10월, 3쪽; 또는 성도의 벗, 1988년 11월호, 4쪽)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와 나머지 활동 나~라 중 두 가지를

한다. 

성구 익히기 — 요한계시록 14:6~7

1. 요한계시록 14장 6~7절“경전을 이해함”편을 읽은 다음, 그것을 토 로

두 개의 성구 옆에 어떤 내용을 적어 넣어도 좋다.

2. 요한계시록 14장 6~7절을 이용하여 성전 꼭 기에 있는 인물이 누구이

며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질문한 사람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적는다.

상징을 설명함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특히 교회 회원 중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

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을 지니는 것의 의미와 이마가 상징하는 것에 한 여러분의 설명을 쓴다. 답

변 중에 십사만사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녔음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 는가에 한 내용도 포함시킨다.(4~5절)

중요한 임무

1. 요한계시록 14장에 여섯 명의 천사에 한 얘기가 있다. 각 천사는 특정

한 임무가 있는 듯하다. 공책에 각 천사의 임무가 설명된 성구를 적는다.

그런 다음 천사가 해야 할 일을 적는다.(각 천사는 한 무리의 천사 즉 하

늘의 성역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천사의 임무 중 두 가지를 택하여 여러분이 그 임무를 맡았다면 어떤 느낌

이 들지 적어본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다. 

3. 교리와 성약 11편 1~4, 27절을 읽고 어떤 천사의 임무가 주님께서 여러

분에게 주신 임무와 가장 흡사한지 공책에 적는다.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추수에 관한 이야기

가 실려 있다. 다음 참조 성구를 읽고 추수 때에 일어날 일과 추수의 목적에

해 성구가 가르치는 것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4:14~19; 앨마서

26:5~7; 교리와 성약 12:1~4; 29:7~12; 33:2~7; 45:1~5; 86:1~7;

88:84~85, 94

요한계시록15장

해의 광의세상에 한시현

요한계시록 4~22장은 하나의 시현으로 여겨지지만, 이 시현에서 장면은

여러 번 바뀐다. 요한계시록 15장의 시현은 새로운 장면이다. 요한은 이

시현을 통해서“짐승”(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었음)을 이긴 자들이 살았

던“불이 섞인 유리바다”(2절)를 보았다. 교리와 성약 130편 6~7절에 의

하면“불이 섞인 유리 바다”같은 세상은“하나님의 면전”을 의미한다고 한

다. 브리검 회장은 이렇게 말 했다. “이 지구는 해의 광의 세상이 되

어 유리 바다처럼 될 것입니다.”(브리검 설교집, 존 에이 윗소 [1941

년], 101쪽) 요한은 유리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유리 바다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광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에서 흰 옷을 입은 일곱

천사가 나왔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천사들의 임무가 설명되어 있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5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좋은 질문

1.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에다 해의 광의 왕국에서 들은 노래의 가사를

기록하 다. 4절의 질문 뒤의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질문에 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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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 가사가 암시하듯 해답이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주님을 화롭게 하고 그분께 광을 돌리는 데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느낌과 시각을 자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계시록16장

일곱천사가
하나님의심판을“쏟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는 성전에서 나

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전한다. 각 천사는“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

은”(요한계시록 15:7) 접을 받았다. 각 천사가 접을 땅에 쏟으니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벌이 내려졌다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묘사된 일부 상황은 요한계시록 8~9장에 설명된 것

과 흡사하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의 시현은 시간상 옛날로 되돌아가

요한계시록 8~11장에서 본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을 보여 주었다. 요한

계시록 16장은 앞 장에서 본 일부 사건들의 반복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

른 목적을 위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요

한은 짐승, 즉 사탄이 후기의 심판에서 맡은 역할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구절

이 몇 개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여섯째 천사가 접을 쏟은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전쟁이 있었던 장소인 아마겟돈

으로 짐승이 사람들을 모은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 실려 있다.

(14~16절 참조)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어난 일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일곱째 천사처럼 일곱째 천사가“되었다.”(요한계시록 16:17) 곧

재림의 때가 왔다고 공표한 것이었다. 이때야말로 그전에 심판을 받으면서

도 회개하기를 거부하 던 자들에겐 가장 끔찍한 시기인 반면, 의로운 자들

에게는 광스러운 시기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이 본 마지막 사건은 악

마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나라가 멸망했

다는 것은 악을 상 로 한 전쟁에서 선이 온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말하며, 악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 주제가 되었다. 요한계시

록 17~18장에 멸망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요한계시록17~18장

창녀바벨론의멸망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8절 참조)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은 바벨론의

파괴 이야기로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성이 무너지는 것

에 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상징적 언어로 설명되고 있다.  

바벨론은 옛날 바빌로니아의 수도 지만, 성구에서 바벨론은 흔히 그 나라

전체를 뜻한다. 구약을 보면 바빌로니아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여 수많은 이

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바벨론은 매우 큰 도시이며 시민들

은 부유하여 멋진 건물, 화려한 의상 및 여가 활동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

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바벨론이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간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전에서 바벨론이란 이

름을 죄, 속됨, 지상의 악마의 향력, 이러한 것들의 결과로 생기는 적

인 속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교리와 성약 1:16; 33:5, 7, 14

참조) 바벨론은 바벨론의 가치가 그러하듯 시온의 반 되는 말이다.(모세서

7:18 참조)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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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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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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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re 음녀(1절, 15~16절) — 성

적 부도덕한 행위에 한 가로 돈을

받는 사람; 이 경우 그것은 바벨론, 즉

세상을 상징한다.

Fornication 음행(2절, 4절) — 성적

으로 부도덕한 행위; 또한 우상을 섬김

Blasphemy 모독(3절) — 하나님과

그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에 하여 모

욕하거나 불손하게 하는 말과 행동

Arrayed 옷을 입다(4절) — 옷을 입

다

Abominations 가증(4~5절) — 더럽

거나 불쾌한 것, 역겹거나 불쾌한 것

Harlots 음녀(5절) — 성적으로 부도

덕한 행위에 한 가로 돈을 받는

사람

Perdition 멸망(8절, 11절) — 파멸

또는 몰락(교리와 성약 76:31~38)

Desolate 망하다(16절) — 파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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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17:8 —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혼란스러운 구절은 악마를 말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악마에게 봉사하기 위해

넘겨준 사람을 가리키며,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 8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에 해 알게 된 것과 정반 의 상징적 인물에 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악

마는 원히 살겠지만, 일관성이 없으며 불안정하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존재

이다.(앨마서 30:60 참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어제나, 오늘이나, 

원토록”동일하시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강하실 뿐만 아니라 시종

한결같으시며 늘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그분에게 둘 수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7~18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다.

성구의 의미 찾기

때때로 상징이나 혼동이 오는 성구의 해석은 해당 상징이나 성구의 전후 구절

에서 단서를 찾아 이해할 수 있다. 

1. 요한계시록 17장 1~2, 6, 18절을 요한계시록 18장 2~3, 24절과 비

교한 다음 요한계시록 17장의“음녀”, 즉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에

해 공책에 적는다.

2.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

이 되는가?

3. 요한계시록 17장 3절은 머리가 일곱이 되고 뿔이 열 개 달린 짐승에

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의하면 뿔은 무엇을 뜻

하는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경전을 찾아서 도움을 받거나 추가 자료를 찾는다. 해석의

의미를 알게 된 후(1~5단계의 절차에 따라 하듯), 성구에 표시하여 다음 번에

이 장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게 한다. 이를 테면, 여러분의 각주에서 도움이

되는 참고 사항에 표시하거나 구절 옆 여백에다 참조 경전 구절을 적는다.

4. 요한계시록 17장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니파이전서 14장 9~17절을

읽는다. 짐승의 의미에 해 배운 것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한 시

점 이전에 여자가 저질 던 일을 적는다.

5. 교리와 성약 133편 14절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주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경전에서 추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깊이 생

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상징적인 언어를 깊이 생각할

방법은 여유를 가지고 상징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다음 상징에 한 설명을 써

내려 가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본다. 상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무엇인가? 이러한 특징이 어떤 느낌, 즉 메시지를 주는가? 적인 메시지

는 무엇인가?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는 통찰력과 이해의 을 가져오는 명상을

하도록 도와준다. 6~7단계의 절차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6.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여자에 한 설명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에 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7.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음녀를 바벨론으로 상징한 것이 적절한 까

닭은 무엇일까?(소개와“경전을 이해함”편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19장

그리스도의재림

바벨론과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은 그

짐승을 잡아 쫓아내실“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요한계시록 19:16)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사건에

한 설명이 나와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5~19절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 지만 이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들, 심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에 해 더 상세한

내용이 이곳에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요

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와 재림하신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 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7~9 —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교회를 여자로 상징했다. 한 차례 이상 예수님은 자신을 여

자와 혼인하는 신랑으로 비유하셨다.(이사야 54:5; 마태복음 22:2~14; 누가복

음 5:34 참조) 이 상징적인 혼인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성약 관계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남편으로서 교회를 보살

피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에베소서 5:25)

Habitation 처소(2절) — 집, 사람

들이 사는 장소

Abundance of her delicacies 사

치의 세력(3절) — 바벨론의 엄청난

사치품, 또는 세속적인 것들

Plagues 재앙(4절, 8절) — 괴로움,

불행, 일어난 좋지 않은 일

Deliciously 사치하 든지(7절) —

사악하게, 세속적인 쾌락을 좇는

Bewail her, and lament for her

울고 가슴을 치며(9절) — 매우 슬퍼

하다, 애도하다

Nought 망하 도다(17절) — 아무것

도 남지 않다

Cast dust on their heads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19절) — 성경이

기록된 시 에 슬픔과 한탄을 나타내

는 행위

Avenged 심판을 행하셨음(20절) —

복수를 하다, 사악한 행위에 한 복

수를 하는 것. 

Sorceries 복술(23절) — 마술

Alleluia 할렐루야(1절, 3~4절, 6

절) — 하나님을 찬양하라

Omnipotent 전능한(6절) —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Arrayed 입다(8절) — 옷을 입다

Linen 세마포(8절, 14절) — 아마로

만든 부드러운 천

Vesture 옷(13절, 16절) — 길고 품

이 큰 옷

Treadeth the winepress 포도주

틀을 밟다(15절) — 요한계시록 14장

을 위한“경전을 이해함”편에서 도움

을 받는다.(172쪽)

Remnant 나머지(21절) — 남은 사

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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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만찬은 혼인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혼인잔치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의 모든 적이고, 정서적이며, 신체적인 주림이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혼인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 하고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후기에 중요한 메시지이다.(교리와 성약 27:5~14;

58:8~12; 65:2~3) 

요한계시록 19:9, 17~21 — 두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잔치에 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 잔치가 지구의 역사상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지만, 성격은 다르다. 첫 번째 잔치인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19장의 앞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다. 두 번째 잔치인“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악

한 자의 멸망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

음을 두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 할 수 있는 장래는 지상에 살고 있

는 기타의 생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죽어서 썩게 되고 새 밥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와 조적으로 복음은 무덤을 극복하는 승리와 원한 행복을 위

한 기회를 선포한다.

요한계시록 19:15, 21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 친히 그들을 철장으

로 다스리며”

검과 철장, 쇠막 는 하나님의 말 을 의미한다.(히브리서 4:12; 니파이전서

15:23~24) 용어가 거칠게 들리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거칠지 않되 단호하고 강

력하며 인간이 원히 변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완전히 알도록 도우시기 위해 인

간의 마음의 중심으로 파고든다.(니파이전서 16:2; 앨마서 31:5; 제3니파이

11:3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면서 활동 가~다 중 두 가지를 한다.

초 장 디자인

1. 공책에 요한계시록 19장 7~9절에 설명된 사건에 어떤 사람을 초 하는

초청장을 그리거나 작성한다. 행사의 내역, 행사를 위한 옷차림, 입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비릇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써 넣는다. 초청장의 세부

사항을 정하면서 마태복음 22:2~14; 니파이후서 9:50~51; 교리와 성

약 27:5~14; 58:8~9을 읽고 성구를 활용한다. 

2. 교리와 성약 65편 1~5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9절에 언급된

큰 행사에 초청장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구를 활용하여 질문에 답함

1. 교회 회원이 아닌 기독교 친구는 오늘날의 선지자를 믿지 않고 교회에 선

지자가 있다고 한 우리 얘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선지자를 믿고

있음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활용한다. 

2.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활용하여 참된 간증의 근원을 설명한다.(또한

고린도전서 2:11; 앨마서 5:45~46 참조)

왜 붉은 옷인가?

1. 요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붉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

다.(요한계시록 19:13 참조) 교리와 성약 19:16~19 및 133:46~51을

읽고 난 후 그분의 붉은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설명한다.

2.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사람들은 무슨 색의 옷을 입는가? 이 색

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한계시록 19:8, 14 참조) 

요한계시록20장

복천년

예수님이 광스럽게 재림하시고 바벨론이 파괴되었을 때, 이 지상을 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소위 복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되

며, 복천년이란“천년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복천년이

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4 — 누가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가?

심판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 하신 그분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니파이전서 12:9~10; 제3니파이

27:27)

요한계시록 20:4~6 —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모사이야서

15:21~26; 교리와 성약 76:64, 70; 88:95~98을 참조한다.

Bottomless pit 무저갱(1절, 3절)

— 바깥의 어두움, 장차 사탄과 멸망

의 자식들이 살게 될 곳

Expired 차다(7절) — 끝나다

Breadth 지면(9절) — 이것은 세상

의 큰 부분을 의미한다

Compassed 두르다(9절) — 에워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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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0:7~10 —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처음으로 쓰 다. 이 이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에 적하여 싸우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요한계시

록 20장에서 쓰인 이 이름은 복천년의 마지막에 사탄을 추종하고 주님과 적하

여 싸우는 자들을 뜻한다.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다음 두 가지 활동 가와 나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1. 요한계시록 중 약 15개의 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후기의 상태

를 다루고 있지만, 20장에서만 유일하게 복천년을 설명하고 있다.(도표:

“요한계시록의 강조 사항”, 169쪽 참조) 요한이 복천년을 묘사한 것을 보

면 복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한 정보

가 없다. 복천년 전에 일어날 일에 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복천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나 활동에 해 거의 이야기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명

한다.

2. 요한계시록에서 복천년 동안 사람들이 하게 될 활동에 해 배우는 바가

별로 없지만 지구 역사상 이 중 한 시기에 관한 중요한 교리 몇 가지를

배우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알게 된 복천년에 관한 사실을 모

두 나열한다. 이 사실들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각 사실을 명시한 구절을

써둔다.

성구 익히기 — 요한계시록 20:12~13

1. 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을 읽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알고 싶어할 것 같은 사실을 열거한다. 사람이 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싶

어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명의 책을 펼칠 때 일

어나는 일과 관련하여 니파이후서 9장 10~16절에서 무엇을 더 알 수 있

을까?

3. 아래의 진술 중 한 가지를 택한 다음 진술한 사람에게 답변할 내용을 쓰고

이 활동을 통해 배운 바를 정리한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해도 용서를 받고 죄의 결과를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그리 혹독하지 않

을 것이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나은 편이

다. 그러니 심판을 걱정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심판을 걱정하는 것은

내가 즐기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요한계시록21~22장

지구는해의 광의
왕국이됨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복천년이 끝난 후 지구의 미래에 관해 요한

이 본 것이 나온다. 복천년이 시작되면 지상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의 광의 왕국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은 진실

하다는 간증을 남겼다. 해의 광의 왕국은 살기에 훌륭한 곳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해의 광의 왕국에 살수 있는 요건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광을 받기 위하여 해의 광의 왕국에 사는 데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브리검 회장은 이러한 말 을 통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우리는 이 생에서 겪는 시

련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짧은 인생 동안 종교에 충실한

신앙의 생활을 마치고 수천 년 수백만 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원한 구원과 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후 이곳 지상에서 살았던 생활을 돌이켜보고 손실과

불행과 실망과 슬픔을 여러 번 겪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여러분은“그게 어쨌단 말인가?”하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잠시 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충실하 고 이제 우리는 생과 광

을 누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지식을 얻도록 발전할 능력을 갖고 무수한 진보

의 단계를 거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소지으며 인정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설교집,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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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이해함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2 —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된 새 예루살렘은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미 륙에 세워질 도시와 동일한 도시가 아니다.(신앙개조 제10조 참조) 이곳

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은 해의 광의 왕국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2, 14 — 생명나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폐쇄되어 두 사람은 회개를 하고

시험을 받으며 위 한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앨

마서 12:22~26; 42:2~5; 모세서 4:31 참조) 해의 광의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다. 생명 나무의 축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타락으로 얻은 모든 결과가 해의 광의 왕국에서 극

복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요한계시록 22:17 —“오라”

요한계시록의 소개에서 이야기한 것같이(164쪽 참조), 요한계시록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부분

특히 22장 17절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2:18~19 —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

일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을 이용하여 성경 이후에는 계시나 경

전이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성경에 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옹호하 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불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쓴 책에 해 같은 입장을 표하 다.(신명기 4:2 참조) 요

한이 기록한 것을 해석한 방법으로 모세의 말을 풀이한다면, 처음 다섯 가지의 경

전 모세 5경 이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 모세의 경우처럼

요한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라고 지시하신 것에 하여 언급했을 뿐이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현 의 계시와 이들 후기의 경전이 참된 것인지 간구하여 이

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마태복음 7:7~11; 야고보서 1:4~5 참조)

경전을 공부함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활동 가~라 중에 두 가지를 한다. 

포스터 디자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계속 충실하

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포스터감이 될 만한 구절

을 고른다. 이 성구가 여러분에게 감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포스터를 어

떻게 그릴지 그 윤곽을 스케치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1. 요한계시록 7장 9, 13~17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비교한

다음 요한이 본 거룩한 성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말한다.(또한

요한계시록 22:11~14을 읽는다)

2.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의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이들 성구에 있는 모든 낱말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한다.)  

가장 감동적인 것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요한계시록에 해 이렇게 말 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전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와 그 후 얻게 될

축복에 해 그처럼 적절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실로

감받은 경전의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격

려를 하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으로, 이제 성스러운 기록(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요한계시록을 이해함”,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89쪽)

맥콩키 장로의 말 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

을 하도록 고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감동적인 것을 두 가지 이상을 찾

아 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는다. 신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에 한 간증을 적는다.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외치는

기도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려는 이유도 적는다.

Adorned 단장한(2절) — 아름답게

꾸미다, 정장하다

Tabernacle 장막(3절) — 거처

Foursqare 네모가 반듯하여(16절)

— 정사각형의 모양

Defileth 속된(27절) — 불결하거나

성스럽지 못하게 하다

Curse 저주(3절) —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의미한

다.

Without 밖에(15절) — 바깥에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다윗의 뿌리요 자손(16절) —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합법적

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

Plagues 재앙(18절) — 저주, 재난

만일 ~할 진

들어갈 수 있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