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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친절과 사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남녀에 대한 사랑과 

선의의 메시지를 지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각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공손함,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끊임 없이 우리의 간증을 

발전시켜서 대적의 매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 동안 느낀 영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참되고, 우리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시며, 한 독립적 

존재이시고, 실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께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훌륭히 봉사하셨고 주님의 사업에 중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완벽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직책에 부름받으신 

형제님들을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대업 

안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동안 과거에 해 온 것보다 조금 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믿음과 표준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형
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신 분들의 영감 어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취했습니다. 음악 또한 훌륭했고, 성령의 

속삭임에 따라 메시지가 준비되고 

전달되었으며,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하늘 가까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 참여하며 모든 면에서 

고양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번 대회의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은 며칠 내로 

LDS.org에 게재되고 다음 달 엔사인이나 

리아호나 잡지로도 발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보고 연구할 만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지난 이틀 동안 느낀 영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