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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70개의 성전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존에 건축을 발표한 성전을 

완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기에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로 방송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1,5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인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대회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기를 소망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의 

사업은 무리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한 달여 

전에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헌납식 

전날에는 근처 디스커버리 공원에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이천 명의 젊은이들이 

90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무용, 

노래, 뮤지컬 공연 모두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곳은 극심한 건기가 지속되어 오던 

지역이었습니다. 문화 행사가 있기 전 몇 

주에 걸쳐 아주 절실하게 비를 구하는 많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하필 공연 시작 바로 

전에 오기 시작해서 공연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비에 흠뻑 젖고 

쌀쌀한 날씨에 떨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을 느꼈습니다. 청남 청녀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과 열정이 “신앙에 

충실한 삶”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주제를 

훌륭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신앙에 

충실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날씨와 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신앙으로 

가득 찬 영감 어린 시간이 되었으며, 그 

청소년들에게는 다가올 세대인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 

헌납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길버트 성전은 

이제 교회에서 운영 중인 142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과 달리 헌납식 

당일은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모임들은 참으로 영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 부부,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부부,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님 부부가 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5월에는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성전이 

헌납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완공되거나 

헌납될 예정인 다른 성전들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성전이 세계 여러 곳에서 

완공되고 헌납될 것입니다. 이 일은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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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대회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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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이 없는 지역을 

찾아 그 필요성을 가늠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후 그와 관련된 발표가 연차 

대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과 내일 

들으시게 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든 다른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고양되며 

영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