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 그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1~4장. 영생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약속된다.(25~30분)
• 그 고통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나? 그 이유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디모데후서 1, 2,
4장을 한 장씩 배정한다. 바울의 시대에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져 배도하고 있었던 증거를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배정받은 • 여러분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을 맞게
장을 사도행전 20장 28~3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되는가?
함께 공부하게 한다. 학생들이 찾은 것을 발표하게 하고 반
전체가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전체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 제시되었나?
어떤 증거를 주었는가?
• 그 배도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 우리 시대에도 비록 일부 사람들이 배도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가 다시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줄 수 있는가?
칠판에 후기의 교회라고 적는다. 그 아래 다니엘 2장
44~45절과 교리와 성약 65편 2~6절이라고 적는다. 각 그룹이
이 성구를 읽고 그 성구들이 우리 시대에 대해 어떤 점을
예언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들려준다.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험담하고
방해하는 자, 배교하고 반대의 음성을 높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대로 걸어 나와 할
말을 하고는 사라진 후 잊혀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려
하는 한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무장한, 깃발을 든 군대처럼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듯
행진하는’주 예수의 군병들입니다.(찬송가, 185장 참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을 봅니다.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 열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속주의 사업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115~116쪽;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83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다음
말씀을 칠판에 쓴다.
“주님께서는 나나 또는 이 교회의 회장의 직을 맡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 에서 발췌한 내용,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공식선언-1 뒤에 있음)

• 어떻게 이러한 질병들이 소아마비 또는 천연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가?
바울은 위 성구에 설명되어 있는 영적인 질병들로 후기의
사회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면역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를 위해 어떤 값을 기꺼이 치루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악에 대한 대비책들을
찾아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면역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마련해 주셨는가?
•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경전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읽고 우리가 영적인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경전이 주는 도움들을 찾아본다.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디모데후서 3장 1~5 절과 비교해 보게 하고 열거된
각각의 영적인 질병에 대해 경전이 어떻게 보호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바울은 경전을 아는 것이 이러한 [후기의] 악에 대항하는 힘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Conference Report, 1985년 4월, 42쪽;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37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한 해답입니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강화하고 영으로 무장시킬 권능을
가져 그들이 악을 물리치고 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생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말씀의 힘”,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8쪽)
학생들이 더 일관성있게 경전을 연구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에 대항해 자신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배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밖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읽고, 또 우리가
용기가 있다면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증한다.

디모데후서 3:1~5, 16~17 (성구익히기) 경전은 우리 시대의
악을 드러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15~20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접종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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