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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전서 DVD 발표 자료
청소년 및 성인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용

구약전서 DVD 발표 자료: 청소년 및 성인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용 DVD에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가르침과 관련된 열두 개의 짧은 비디오가 담겨있다. 본 자료는 복음 교리반, 가정의 

밤, 개인 학습 등을 위한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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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힘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영광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를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설명한다. (5:21)

제3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발표 자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영원한 잠재력을 내다볼 수 있음을 

가르친다. (2:50)

제4과: 타락

타락은 구원의 계획의 일부임을 러셀 엠 넬슨 장로가 

가르친다. (6:16)

제8과: 모범으로 이끎

의로운 모범을 보이는 한 청녀가 친구로 하여금 

개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6:26)

제10과: 성약 안에서의 결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젊은이들에게 성약 안에서 

결혼할 것을 권고한다. (5:40)

제13과: 동물 번제와 속죄

현대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가 고대의 동물 번제 

관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사이의 관계를 

아들에게 가르친다. (6:41)

제14과: 현대판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의 독성에 대한 비유를 

통해 현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한다. 

(7:18)

제18과: “오늘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배고프고 목마른 아람 산 종마의 순종을 시험한다. 

(5:33)

제20과: 한나의 신앙

한나는 주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보냄으로써 

충실함을 보여준다. (3:19)

제22과: “주께서 …… 나를 구원하시리라”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다윗의 이야기를 가르친다. (3:40)

제30과: 고대 성전

모세의 성막을 직접 돌아보듯이 보여 줌으로써 성전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8:34)

제31과: 주님을 신뢰함

안내원을 따라서 스키를 타기로 다짐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잠언 3장 5~6절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설명한다. (4:37)

음성 언어: 한국어 (Korean)앞 표지: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간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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