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각각의 구절을 읽은 후에 각 구절의 끝 부분에
요한1서 1:1~2:1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다음 참조 구절을 적어 넣음으로써 성구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한다.(40~45분)
보도록 제안한다. 모든 구절을 다 읽었을 때 마지막 구절
교실의 조명을 끄고 탁자 위에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대로 옆에는 첫 번째 구절을 참조 구절로 써서 연결 고리를
(예를 들면 손전등, 꼬마등, 성탄절 장식등과 같은) 안전한 완성한다.
조명장치를 갖다놓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우리는 빛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가?
교실의 조명을 켠다.(만일 탁자위에 놓은 조명장치들이 충분히
밝다면, 불을 켜는 대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칠판에
빛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빛의 성질을 가능한 한 많이 묘사해
보도록 하고, 그것들을 칠판에 열거한다. (예를 들면 빛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생명을 주며, 반사될 수도 있고, 크기가 변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빛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점들이 물리적인 빛의
특성에도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빛을 비교해
유익한 점을 취할 수 있다. 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 요한1서 1장 1~10절을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
요한1서 2장 1~11절을 배정해 준다. 그들에게 빛과 관련된
단어 또는 표현을 찾아보면서 구절을 읽게 한다. 그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한다. 빛의 영적인 속성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속성과 유사한가에 대해 토론한다.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반원들에게 질문을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답을 찾기 위해 문제에 있는 성구들을 찾아보게
한다.
• 요한1서 1:1~3. 요한은 어떤 일을 눈으로 목격했는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구익히기
구절은 무엇인가?
• 요한1서 1:5~6. 이 두 구절이 어떻게 마태복음 6장 24절과
관련이 있는가?
• 요한1서 1:7.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는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가?
• 요한1서 1:8~2:1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1서 2:1 참조)
우리의 죄를 빛으로 가져가는 것(고백)이 어떻게 회개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가?
• 요한1서 2:3~4.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를 행하려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은 구주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분에 대해 다른
느낌이 드는가? 그 이유는?
• 요한1서 2:5~6. 구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모범을 반영하는가?
반 전체가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유의 사항: 성구익히기
질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33:11; 누가복음 24:36~39; 교리와
성약 76:22~24이다.)
빛에 관해 다음 성구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토론하면서
결론을 맺을 수도 있다. 요한1서 1:7; 마태복음 5:14~16;
제3니파이 18:16, 24; 교리와 성약 88:67; 9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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