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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mcluded. Send sub∝ ⅲ
'ⅲ

o㎱ and quenes to

Chuκh Magajnes, 50 Ea㏛ Noⅲ1 Teln● le Siee'

SaI LΔ ke C㏉, Utah 84150, Uni匕 d States of

Am㎈ㅁ. Subα
=“

ⅲom h㎙㎙㏂㎝ telephone

nuⅲber gOl - 531 - 2947.

PO㏛™ASfER : Send foⅡ n 3579 to

Se”gdo u' P●

' at 50 Ea쑈

 Noⅱh T’emple Stre아 .S㏅

Lake C㏉ , Uniⅲed States of Am㎈ 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X)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로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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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에 브리감 영 대학교 문장이 달려 있는 것올 보았다.

나는 그 이름이 “신학 대학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평생 동안 여러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나 극히 최근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 의 아들이 었는지

아니면 그의 생 애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콰장된 그저

단지 홀륭한 교사에 불과했는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직접

알아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꼈으며,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나는 연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령이 불과 두 달 전에 나의 마음에 감동올

주었으며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해 주었다.

곧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그곳에

있는 어떤 목사가 한번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모범 이었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공허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나에게 대하여 그분이 갗고 계시는

뜻에 대하여 더 베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그가 아마추어

골프 시합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골프에

대해서 또 그가 프로 골프 선수가 되려는 포부를 갗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 홀륭한

골프 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닙니까 ? 아니면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다닙니까 ?”
 
그는

미소지으며 그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골프 팀 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자신이 몰몬인 것애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몰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나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라고 물었다. 그는 참올성 있게 이 교희의 참된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

주님 이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 시 다고 간증했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다. 나는 몰몬 일반 신도들이 가족의 전통

때문에 회원인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간증을 갗고

있기 때문에 회원인지 알고 싶었다. 곧 이 젊은이는 자기가

직접 온 영혼을 다해서 찾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갗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무언가 상실된 것같이 보이는 몇

가지 개념, 적어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상실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몇 가지 개념에 부닥친 적이 있었다. 그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신은 안수에

의한 성 령의 은사를 믿습니까 ? ”라고 물었다.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 보았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셨읍니까 ? ”라고 물었다.

나는 “성 경 에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 우리는 정말로 그 은사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권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 했다.

불행히도 이때 이미 비행기가 막 착륙하려 하고 있었으며

나는 아직 질문이 백 가지도 더 있었다.

그는 “만약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선생 님을

찾아가서 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 다.

물론 홀륭한 선교사 몇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왔으며 나는

곧 침례를 받았다. 이제 십 육년이 지났으며 나는 그

비행기에 탔던 그 젊은이와 또 그의 양복에 있었던 문장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것 이 없었더라면 아마 구세주의 참된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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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부인 데비 볼라스 포덮은 서우스 캐롤라·,나의 프르렌스 스테·1크의

프르롄스 와드에서 살고 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