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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슨, 이안 에스 알던, 세르지오 이 아빌라, 

데이비드 알 브라운, 디 프레이저 불록, 도

널드 제이 버틀러, 블라디미로 제이 캄페

로, 다니엘 엠 카놀레스, 칼 비 쿡, 아이 폴

로스키 코든, 제이 데븐 코니쉬, 페데리코 

에프 코스탈레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

세, 히버 오 디아즈, 앤드류 엠 포드, 줄리

오 지 가비올라, 마누엘 곤잘레스, 다니엘 

엠 존스, 도널드 제이 키즈, 도밍고스 에

스 린하레스, 비 레나토 말르도나도, 레이

먼도 모랄레스, 제이 마이클 파야, 스티븐 

디 포지, 후안 엠 로드리게이스, 제라르도 

엘 루비오, 제이 엘 시테루드, 더크 스미버

트, 에이빈드 스테리, 이스라엘 에이 톨렌

티노,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게리 더블

유 워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

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

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돈 알 

클라크, 호세 엘 알론소, 이안 에스 알던, 

칼 비 쿡,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더블

유 크리스토퍼 와델, 가즈히코 야마시타.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다음 형제님

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랜들 케이 

베네트, 제이 데븐 코니쉬, 오 빈센트 할레

크, 래리 와이 윌슨.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토
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

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

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

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

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

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

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2011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칠십인

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호세 엘 알

론소, 넬슨 엘 앨타미라노, 존 에스 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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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역원 지지

고, 도움을 받은 분들은 그에 대한 감사를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 봉사에 참여

한 분들에게서도 같은 감사의 말을 들었습

니다. 한번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 

옆에 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봉사에 관해 말씀

하던 중이었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말씀 

도중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저는 이 사업

을 사랑합니다. 이 사업은 곧 일하는 것입

니다!” 하고 외치셨습니다.6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

이 바친 노력과 부지런함과 희생을 눈 여

겨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도움

을 준 사람들 및 그들과 더불어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습을 여러

분이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쏟은 

수고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축복으로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예수께

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

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결하게 되고 강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는 것처럼 

성신의 권능을 통해 조셉 스미스가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님이 살아 있

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

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일에서 큰 모

범이 되십니다.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

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찬송가 182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2. 찬송가 63장,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참조
 3. Conference Report, Oct. 1980, 93.
 4. Conference Report, Oct. 1943, 13.
 5. 마태복음 7:7~8, 누가복음 11:9~10, 제3니파이 

14:7~8 참조.
 6. Personal experience of Henry B. Ey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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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다음 형제님들

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켄트 제이 앨

런, 스티븐 비 앨런, 윈저 발데라마, 알 랜

들 블루스, 핸스 티 붐, 패트릭 엠 부트왈

르, 마르첼로 에프 샤페, 엘리저 에스 콜라

도, 제프리 디 커밍즈, 니콜라스 엘 디 기

오바니, 조지 에스 도밍게스, 게리 비 독

시, 데이비드 지 페르난데스, 헤르난 디 페

레이라, 리카르도 피 기메네스, 앨런 디 하

이니, 더글러스 에프 하이겜, 로버트 더블

유 하이마스, 레스터 에프 존슨, 마티 티 

주테누스, 김창호, 올프레드 견구, 로메지

오 이 메임 이세, 이스마엘 멘도자, 시저 

에이 모랄레스, 룰론 디 먼즈, 라몬 시 노

블레자, 아브니르 브이 파자로, 게리 비 포

터, 호세 엘 레이나, 에스터반 지 리섹, 조

지 에프 로데스 이세, 린 엘 서머헤이즈, 

크레이그 비 테리, 데이비드 제이 톰슨, 어

니스토 알 토리스, 알누포 발렌수엘라, 리

카르도 발라다레스, 파비안 아이 발레조, 

에머 빌라로보스, 테리 엘 웨이드.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뜻을 표시

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외 현재 구성된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

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

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

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

런스 센터에서 제의된 모든 제안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지

속적인 신앙,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