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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7~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분의 신권은 레위 신권보다도 
위대하다. 그분의 희생은 구약전서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보다도 위대하다.(30~35분) 

학생들에게 선지자가 어떤 신권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 칠판에 
답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 신권의 권능을 경험했던 적절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그 
신권의 이름과 그 신권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따라 불리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07편 2~4절을 읽게 한다. 

히브리서 7~10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신권이 모세 율법의 의식들보다 우월함을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제공된 참조 성구를 사용해 반 전체가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또는 참조 성구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질문에 답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교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히브리서 관련 부분(388~397쪽)의 주해를 
활용한다. 

•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7:1~2 참조) 
 

• 멜기세덱 또는 아브라함 가운데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7:2~4 참조. 학생들이 만약 3절의 의미에 
관해 묻는다면, 이 구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참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신권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5:5~6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였다면, 
어떻게 해 그분께서 멜기세덱보다 위대할 수가 있었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히브리서 7:3 참조) 
 

• 멜기세덱 신권에 의해 집행되는 복음의 새로운 성약이 
어떻게 아론 신권에 의해 집행되는 모세의 율법 또는 옛 
성약보다도 우월한가? (히브리서 8:8~13 참조) 
 

• 위대한 대제사에 의해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구약전서에서 제사에 의해 바쳐지는 제물과 희생보다도 
우월한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9:1~15; 
앨마서 34:10, 13~14 참조 
 

히브리서 10:9~22.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5~20분) 

학생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준다.(부록, 293쪽 
참조) 유의사항: 친지가 감옥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중을 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가? 
 

•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왜 비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치루고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왜 불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림(부록, 294쪽)을 보여주고, 어떤 죄수들은 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감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계속 법을 
어긴다.) 학생들에게 모사이야서 2장 41절을 읽게 하고 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앨마서 41:10 참조) 
 

• 어떻게 행복이 단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식에 의해 결정되는가? 
 

•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가 있으며 또한 마치 죄수처럼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가? (로마서 3:23; 요한1서 3:4 참조) 
 

• 이 생과 다음에 오는 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0절, 14~17절을 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보게 한다.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 있다.) 성결하게 
됨이라고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하고 반 전체가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의 기이한 대속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님의 무한한‘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앨마서 34:16] (Conference 
Report, 1996년 10월, 98쪽;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2쪽)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대속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는 것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 주님께서 줄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것이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