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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2:2~1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20~25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면, 
그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를 하였을 때 
의미한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칠판에 “우리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두 제목을 적는다. 
그리스도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2장 5~11절과 모세서 1장 39절을 읽게 하고 대답을 칠판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 아래에 열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가? 

• “그분의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이 끝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일들을 
행해야만 한다. 

“우리의 일”을 묘사한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16절, 몰몬서 9장 27~29절, 교리와 성약 11편 20절을 
읽게 하고 또 칠판에 있는 우리의 일 아래에 열거하게 한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를 수행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쳤다. (빌립보서 2:5~13 참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관하여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순결하게 하는 그의 피의 권능을 우리 자신을 위해 적용하기 
위하여 그와 그의 아버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침례받을 
때 우리의 전생애 동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성약을 맺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 빛 가운데 걷고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모든 세대에 걸쳐 
계시된 계획입니다. (빌립보서 2:12 참조)”(Conference Report, 
1979년 10 월, 81쪽; 또한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80쪽) 

이 가르침의 참됨에 대해 간증한다. 

 

골로새서 1:12~23.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는다.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할 수 있으며, 또 잘못 인도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20~25분) 

화분에 심은 식물 또는 나무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이 식물에 
힘과 안정성을 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칠판에 다음의 
불완전한 문장을 적는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___________________. 학생들에게 그 문장을 완성해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2~23절을 읽고 다음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에 
대해 토론한다. 

• 구주에 관한 바울의 간증에서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 어떤 것이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여러분이 깊은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천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육신의 탄생, 그의 
인성, 속죄를 거부하였다. 바울은 그러한 개념들을 바로잡았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구주에 관한 이러한 이해의 부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바울의 간증과 같은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간증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바울이 준 단서를 
찾아보면서 골로새서 2장 6~10절을 읽는다. 칠판에 이러한 
단서를 적는다.“(그 안에서 행하되” [6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7절]; “믿음에 굳게 서서] [7절];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10절]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이 칠판에 열거한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8절은 말하고 있는가? 
 

• 구주 안에서 더욱 “뿌리를 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교사이자, 철학자입니다. … 
그 계획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또 만일 죄지은 자가 회개하면 공의의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죄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또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문자 그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부활하기로 하셨습니다. …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만사에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99쪽; 또한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75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공경에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이렇게 
질문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구주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을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심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Conference Report, 1993년 4월, 
79쪽; 또한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63~64쪽)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권고하였다. 

“우리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감사함을 표합시다.(제3니파이 27:27 
참조) 그저 단순하게 예수께 감사를 표하거나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Conference Report, 1993년 10월, 
26쪽; 또한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0쪽) 

학생들이 이 권고에 따라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