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가 족, 교 사 용 배포 자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침

2019년 1월부터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다음
세 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
•
•

개인 및 가족
개인 경전 공부,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시간에 여러분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교재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배우게 될 진도와 동일한 경전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이 자료들은 기존의 복음 교리 교재와 초등회 교재를 대체하게
됩니다.(유아반에서는 계속해서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유아반 교재』[2008]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자료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comefollowme.lds.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store.lds.org에서 인쇄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

개인과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며
가르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빈도와 수준을 높인다.

•
•

경전의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한다.
교회에서 더 뜻깊은 복음 학습을 한다.

주일학교 (청소년 및 성인)

초등회

주일학교 교사는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초등회 교사는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사용해 자신이 가르칠 경전 내용과 원리를 학습해야 합니다.

사용해 자신이 가르칠 경전 내용과 원리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사는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 교재를

그런 다음, 교사는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를 가지고

가지고 반원들이 가정에서 하는 경전 공부를 뒷받침해 줄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을 뒷받침해 줄 공과를

공과를 구성하고 준비합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성하고 준비합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
•
•

•
•
•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을 뒷받침하고 장려한다.
반원들이 경전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하도록 돕는다.
반원들이 경전에 담긴 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경전 이야기에 나온 원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나누도록 장려한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조한다.

지도 원리
가정이 중심이 됨

교회가 뒷받침함

가정은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며 가르칠 가장 좋은
장소이다.(제3니파이 17:3; 교리와 성약 68:25 참조)

교회 공과 반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치도록
뒷받침한다.(모로나이서 6:4~5 참조)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신명기 6:6~7; 사도행전 17:11 참조)

교사는 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영감을 준다.(앨마서 32:27~30 참조)

경전 공부는 우리 삶에 힘을 가져다줄 것이다.(니파이후서 32:3;
앨마서 17:2~3; 힐라맨서 3:29~30 참조)

교사는 반원들이 경전에서 복음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도록 권유한다.(교리와 성약 88: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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