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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스테이크 시행 모임
스테이크 회장단은 다음 지도자들과 함께 스테이크 시행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평의회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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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독단,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 와드 초등회 회장단,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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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교사(선택 사항), 와드 초등회 교사(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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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임을 진행하십시오.

이 자료들은 기존의 복음 교리 교재와 초등회 교재를 대체하게
됩니다.(유아반에서는 계속해서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유아반 교재』[2008]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복음
자료실 앱과 comefollowme.lds.org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테이크의 와드와 지부로 인쇄본도

•
•
•

발송될 것입니다.

모든 참석자에게 “개인, 가족, 교사용 배포 자료”을 나누어
준다.
각 감독단에게 이 시행 안내서를 한 부씩 나누어 준다.
이 시행 안내서에 나오는 와드 시행 모임 개요를
함께 살펴보고 토론한다. 토론을 하면서 새로 나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고 개요에 언급된 동영상들을

스테이크 회장단은 스테이크 시행 모임을 갖고 스테이크 및

시청한다.(comefollowme.lds.org 및 복음 자료실 앱에서

와드 지도자들에게 이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 스테이크 시행 모임에서 하는 이와 같은 토론은

이 모임 후에 감독은 와드 회원 모두를 위한 와드 시행 모임을

와드 시행 모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이 시행 안내서에는 각 모임을 위한 자료와 토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에게 이 새로운 자료가
스테이크의 개인과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감독단은 와드의 모든 청소년 및 성인 회원에게 새로운 『와서
나를 따르라』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와드 시행 모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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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시행 모임

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일요 정규 모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간에 참석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주일 학교와 초등회 교사들은 따로 모임을
해도 좋습니다. 와드 시행 모임은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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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 시행 모임 전 또는 모임 중에 각 가정에 “개인, 가족,
교사용 배포 자료”을 나누어 줍니다.
토론을 할 때 다음 원리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을 한 가정에 한 부씩 나눠

지도 원리

주고, 소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자료를 몇 분간 살펴보라고
권유합니다.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소개” 동영상을 보여

가정이 중심이 됨

교회가 뒷받침함

주고(comefollowme.lds.org),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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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공과 반은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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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가?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며 가르칠 때, 개인,
가족 및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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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9 신약전서

주일학교 (청소년 및 성인)

초등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를 한

모든 초등회 교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를 한 부씩

부씩 나눠 주면서 자료를 살펴보라고 권유합니다. “주일학교를

나눠 주고 자료를 살펴보라고 권유합니다. “초등회를 위한

위한 소개” 동영상을 보여 주고(comefollowme.lds.org), 다음

소개” 동영상을 보여 주고(comefollowme.lds.org),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

•

•
•

학습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
교사가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을 장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반에서 교리 이해에 중점을 두도록
할 수 있을까?

•
•

교사는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과 초등회에서
배우는 것을 어떻게 더욱 긴밀히 연관시킬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더 많이 나누도록
장려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이 새로운 교과 과정과 현재의 초등회 공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05/18. PD60006394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