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9:5~21. 후기에 신랑(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게될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어린양에 대적해
싸우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25~30분)
그리스도의 재림(복음그림 패킷, 번호 238)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가?
요한이 지상의 모든 사악함의 종말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재림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어떻게 그림과
비유되는가? 다음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 요한이 본 흰 말은 왕중의 왕, 악의 정복자로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요한계시록 19:11~16에 대한 주해, 473~474쪽
참조)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의 18절에 따르면,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 식단표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들은 어린양에
대적해 싸웠다.)
• 모든 새가 배불리 먹게 될지의 여부를 이야기한 구절은 어느
구절인가?
학생들에게 식단표에 오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읽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고 갈 흰 옷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지 찾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앨마서 5장 27~28절을 속으로 읽게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므로 붉은 옷을
입으시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대속과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실
그분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다.(교리와 성약 133:46~51)
• 그리스도께서는 쇠막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계시록 19:15;
나피이전서 11:25 참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먹어 본 음식의 식단표를 만들어 보거나
식당에서 그것을 빌린다. 학생들에게 그 식단표를 보여 주고 한
부유한 친척이 그들을 식사 초대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 여러분이 식사를 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여러분은 식단표에 어떤 음식이 있기를 기대할 것인가?
칠판에 두 개의 세로칸을 만든다. 하나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 한다.
학생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요한계시록 19장 5~10절을 읽게 한다. 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고 그 대답을“혼인 잔치”세로칸에 적는다.
• 하늘이 기뻐하는 혼인의 신랑은 누구인가? (어린 양 또는
그리스도; 7절 참조; 또한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요한계시록 19:7~9에 대한 주해, 473쪽 참조)
•“준비 [된]”(7절) 신부는 누구인가? (성도)
•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깨끗한 세마포; 8절 참조)
• 이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성도의 의로움; 8절 참조)
• 요한은 이 혼인에 초대받는 이들에 관해 무엇을 기록하도록
요청받았는가? “( [그들이] 복이 있도다”; 9절)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한 가지 대답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7~21절을 읽게 한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그 대답을 “하나님의 큰 잔치”칸에 적는다.
• 하나님의 큰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는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 17절; 교리와 성약 29:18~20 참조)
• 식단표는 어떨 것인가? (지상의 사악한 사람들; 20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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