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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성전이 헌납되며, 내년 2015년에는 

적어도 다섯 개의 성전이 헌납 또는 

재헌납될 예정입니다. 완공 속도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표된 

성전들이 모두 건축되어 헌납되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70개가 

됩니다. 이전에 발표한 성전 완공에 총력을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세계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총관리 역원과 교회의 본부 역원으로 

지지한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에 관해 하늘의 도움을 구했고 그에 

필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라디오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90주년이 되는 대회입니다. 

1924년 10월 연차 대회 때, 모든 모임이 

교회 소유의 방송국인 KSL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한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65주년이 되는 대회입니다. 1949년 

10월에 열린 연차 대회 모임이 처음으로 

KSL 텔레비전을 통해 솔트레이크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교회 회원이 

현대 매체를 통해 연차 대회를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연차 대회는 휴대 기기를 

비롯해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인터넷을 통해 방송됩니다.

지난번 연차 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성전 한 곳이 헌납되었고 다른 한 

곳이 재헌납되었습니다. 5월에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을 헌납하셨는데, 헌납식 

전날에는 청소년들이 축하 문화 행사에 

참여해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일요일에는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1972년에 헌납하신 유타 옥든 

성전을 제가 재헌납했습니다. 장엄한 축하 

문화 행사가 재헌납식 전날에 열렸는데, 

수많은 청소년이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가지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총 16,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재헌납식에는 여러 총관리 역원들과 여성 

보조 조직 지도자들, 성전 회장 및 회장단 

보좌와 그 부인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계속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애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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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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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지를 찾게 되면, 성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회원수는 1,50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방해받지 않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88,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신권의 

의무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합당하고 가능한 

젊은 청년들이 모두 봉사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또한 봉사 중인 젊은 자매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 선교사들은 

젊은 형제들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대회 

모임에서 전해질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권고합니다. 말씀 지명을 

받은 분들은 이 일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