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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0~22장. 복천년 동안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다.(25~30분)
요한은 지구의 종말을 보고 주님께서 그의 기록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신 몇 안 되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다.
(니파이전서 14:24~27) 이러한 사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264쪽의 도표를 유인물로 만들어 나누어주고 이를
반 전체가 토론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는 그 참조 성구를
사용해 비슷한 도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풀어보게 한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0~22장의
사건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원한다면 여러분은 유인물 또는 다른 보조자료 없이
복천년과 세상의 종말에 관해 단순히 복습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토론을 가질 수 있다.

복천년 동안

복천년의 끝

복천년 이후

사탄은 천 년 동안
묶이고 더 이상 모든
나라를 속이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0:1~3;
니파이전서 22:26~28
참조)

사탄은 그 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한 번
모든 나라를 속인다.
그는 여러 나라를
모아 하나님에 대적해
싸운다. (요한계시록
20:7~8; 교리와 성약
88:110~111)

지구는 해의 영광을
받게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지상에 세워진다.
(요한계시록
21:1~3; 22:1~2
참조. 또한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에 있는
요한계시록 21:1과
21:2~3에 대한
주해, 475쪽 참조)

의로운 이들이 첫째
부활 시에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20:4~6;
모사이야서 15:21~23;
교리와 성약 88:96~98
참조)

사탄의 군대가 성도의
진영을 포위한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군대를 멸망시킬 불을
보내신다. 사탄과
다른 자들이 불과

의로운 성도들은
해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 (이사야
60:19~21;
요한계시록 21:4~7;
22:3~5 참조)

유황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9~10;
교리와 성약
또한예수와 그의
가르침에있는

요한계시록 20:1~3. 복천년 동안 사탄은 묶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속일 권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10~15분)
교실에 밧줄을 가져온다. 자원자를 한 명 부르고 그 사람을
밧줄로 묶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묶이는 것이 이 사람의 자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 누군가를 묶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인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읽고 요한이 묘사한
비슷한 상황을 찾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에서 누가“결박”당하는가?
• 사탄은 얼마동안 묶여 있을 것인가?
• 그는 더 이상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가?
• 여러분은 사탄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밧줄로 묶이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묶일 것인가?
학생들에게 니파이전서 22장 26절을 읽게 하고 사탄이 묶이게
되는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이 원리를 알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당시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요한계시록
20:7~10에 대한 주해,
4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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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벤슨 회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때, 여러분은
계시록 끝에 있는 요한의 기도가 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였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을 통해 의롭게
된다.(니파이 전서 22:28; 앨마서 24:10 참조)

사도의 생애와

첫째 부활 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 사악한
자들은
멀리보내져두번째사망
을겪는다. (요한계시록
20:11~15; 힐라맨서
14:17~19; 교리와
성약 63:17 참조.
또한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요한계시록 20:12 및
20:14에 대한 주해,
474~475쪽 참조.)

“저는 지금부터 수 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깨끗하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예수께서는 재림하시고, 이때 권능과
큰 영광을 지니고 오셔서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8년 10월,
104쪽;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98쪽)

• 사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멸망될
것이다.
오직
의로운
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말라기 4:1; 교리와 성약 35:21; 38:8 참조)

88:112~114 참조;

“이 평화로운 천 년
동안 주님의 위대한
사업이 성전에서
행해질 것이며,
사람들이성전에들어가
먼저죽어서 아직까지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
의식을 집행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3:52; 또한 이사야
2:2~5; 교리와 성약
128:15 참조)

한 학생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승영에 이른 이들은
신으로서 통치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20
참조)“ 해의왕국에
서다스리는모든
사람들은 그의
왕국에서 신이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73쪽)

전했던

“한 가정에서 사탄이 묶일 때, 한 사람의 삶에서 사탄이 묶일
때, 복천년은 그 가정에서, 그 삶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172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사탄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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