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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3:5~2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악을 극복하고 의로운 속성을 발전시켜야 
한다.(15~20분) 

두 장의 셔츠(또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다른 물건)를 
가져온다. 골로새서 3장 5~9절에 열거되어 있는 부정적인 특성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한 셔츠의 뒤에 
핀으로 꼽는다. 골로새서 3장 10~17절에 있는 긍정적인 특성 
가운데서 몇 가지를 다른 종이에 적어서 다른 셔츠의 뒤에 
핀으로 꼽는다. 셔츠에 꼽혀 있는 목록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셔츠를 교실 앞에 걸어둔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가 
생활하였던 방법이 나타날 것이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실 것이다.(앨마서 5:14; 모로나이서 7:48 참조) 

우리가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골로새서 3장 
5~9절을 읽는다. 사전을 이용하여 어려운 단어의 정의를 
내린다. 첫 번째 셔츠를 앞뒤로 뒤집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권고를 주고 
싶은가? 
 

• 이러한 습관을 얻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 그러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왜 그런가? 
 

• 여러분은 그러한 습관을 어떻게 버리는가? 
 

• 여러분은 왜 그러한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골로새서 
3장 10~17절을 읽는다. 그러한 것들을 칠판에 적고 각 항목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셔츠를 뒤집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 이러한 특성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그들이 벗어버리고 싶은 특성과 입고 
싶은 특성을 각자의 종이에 적게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6~2:20. 참된 성직자는 의 안에서 생활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며,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눈다. (20~25분)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각본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비회원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겠다고 결심한 후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의욕적으로 다가갔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권유를 사양하였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묻자, 그 
친구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 방식대로 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다지 좋은 교회가 아닐 것같다고 
말했다. 

다음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에 대해 토론한다. 

•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 여러분이 종교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희망한다면, 여러분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여러분이 이 각본을 다시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말을 
내고 싶은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10절을 읽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예를 찾아본다. 노트에 대답을 쓰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학교와 가정, 또는 교회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과 같은가? 
 

•“모든 회원은 선교사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12절을 읽고 훌륭한 선교사의 특성을 
적어본다. 그들이 찾은 것을 나누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에게는 이 특성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는가? 
 

•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싶은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을 활용하여 공과를 
시작할 때 이야기해 주었던 각본을 다시 써보게 한다. 

학생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그 사람이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귀환 선교사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었던 기쁨을 
이야기한다. 학생들도 지금이라도 그와 똑같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바울의 느낌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20절을 읽는다. 그 구절을 교리와 성약 18편 10~16절과 
비교하여 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20절에 그토록 큰 기쁨과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번 주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