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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회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모으는 자가 되는 의미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휘장의 양편에서 자기 가족을 모으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사람은 구원의 계획에 일조하게 

됩니다. 지도자와 교사인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하게 돕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토론할 때 이 개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평의회 구성원과 만나기 전에 이 개요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을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동영상

“시간을 희생함” 동영상의 상영 준비를 합니다. 평의회 

회원들에게 시청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2.	토론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까? 

(회원들에게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	동영상

“왕국의 모으는 자들” 동영상의 상영 준비를 합니다. 평의회 

회원들에게 시청하면서 넬슨 회장님이 한 다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님은 넬슨 회장님의 

의견에 대해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4.	토론

넬슨 회장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성약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약의 자녀인 우리가 지닌 역할에 관한 포스터 장로님의 

가르침에 관해 토론합니다.

휘장 양편에서 가족을 모으는 일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무엇을 직접 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회원으로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여 

조상의 이름을 찾고, 조상의 이름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의식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성전으로 모아야 합니다.

왕국의	모으는	자들
지도자	및	평의회용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앨마서 26:5

http://media2.ldscdn.org/assets/family-history/rootstech-2017-post-deliverables/2017-02-1000-a-sacrifice-of-time-360p-kor.mp4?download=true
http://media2.ldscdn.org/assets/family-history/rootstech-2017-post-deliverables/2017-02-1020-gatherers-in-the-kingdom-360p-kor.mp4?download=true


2/3쪽, 왕국의 모으는 자들—지도자 및 평의회용

5.	핵심	원리

모으는 일: 가족의 책임

아래 그래픽을 살펴봅니다.

• 우리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모으는 자들입니다.

• 모으는 주요 장소는 가정이며, 그곳에서 가족 

구성원은 가족에 대한 추억을 배우고, 나누며, 그 

정보를 종이 위에 또는 온라인으로 패밀리 트리에 

기록합니다. 기술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가족 역사 센터는 가정입니다.

• 일단 패밀리 트리에 모아놓으면, 가족 구성원들을 

성약과 성전 의식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안전히 모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처음 4대에서 가족 구성원을 찾으면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 중에서 오직 25%만이 패밀리 트리에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이름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전 세계의 최근 개종자 중에서 오직 2%만이 패밀리 

트리에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는 교회 회원들의 처음 4대 가족 중에서 아직 모으지 못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5억 건 

이상의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성한 책임을 실천하려면, 다음의 2가지 

직접적인 권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개종자를 포함해서 처음 4대의 기록이 없는 

회원들의 경우, 패밀리 트리에서 기록을 완성하고, 

가능하다면 성전에 가져갑니다.

이 평의회에서 이런 권유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에 생소한 사람들에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2. 처음 4대를 완료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촌을 

비롯해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을 찾아봅니다.

6.	동영상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동영상의 상영 준비를 

합니다. 평의회 회원들에게 시청하면서 다음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교사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안전히 모으도록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습니까?

http://media2.ldscdn.org/assets/family-history/rootstech-2017-post-deliverables/2017-02-1050-we-are-the-lords-agents-360p-kor.mp4?downloa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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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론

교사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안전히 모으도록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습니까?

쿡 장로님이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이 호칭을 왜 이렇게 변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의 주요 책임은 사람들이 

조상을 찾고, 그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영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고, 성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에게 맞춘 경험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성전 및 가족 역사 

노력을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있겠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을 찾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성전 사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8.	동영상

“가족 역사의 약속된 축복” 동영상의 상영 준비를 합니다. 

평의회 구성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9.	토론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서 가르치고 조직하겠습니까?

상담자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누도록 

권유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참여자들에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달라고 

권유합니다.

10.	결론

토론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감명 깊었던 핵심 원리 또는 

아이디어를 다루고 공과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눕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적/사무적 영적

반	또는	그룹 개인	및	가족

일회성 지속성

http://media2.ldscdn.org/assets/family-history/rootstech-presentation-support-2015/2015-01-27-the-promised-blessings-of-family-history-360p-kor.mp4?download=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