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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호
성탄절 인사·● … …·대관장단

대관장단 메시지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쁘±르브仝드量 
통해서 구속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교회 찹지인 상도—·l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 적 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예언자의 개성·●… …·리차드 로이드 앤
틴트

내가 어찌 주님의 면전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
●……·악겔 엠 보노안

“기록은 참되며”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희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맬라드, 조셉 비 워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교리와 성약 소개

18 매우 중요한 주제·● ●● ● ●● ●·존 더블류 웰취

세 개의 작은 동전·●……·리차드 에이 롭

프레디·● ●● ● ●● ●·다이 안 홀메스 데스페 인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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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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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Ⅲ z4,m-11

주님 의 등불·● ●● ● ●● ●·보이드 케 이 패커 장로

몰몬경 탐구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1nternatonal Magazine PBMA8812KO

PRINTED lN KOREA 12/88
㉧ 1988년 재단법 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청소년란 :

안데쓰=에 갇히어·● ●● ●●●●·로돌포 델 시아세 이베 이도 에 이

한밤중의 부드러운 휘파람·●  ̈:…·린 피넉1 가

사랑의 상징·● …¨·질 스테이커

어린이란 :

기쁜 성 탄·●……·버너딘 비티에

성취된 예언

영웅과 여걸들 :

The Songdo— u' Po'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lon of ⅲe Pres¡ dent of The

Chu¨ch of Jesus Chⅱ st of L— atter— day Saints.

Applicatlon to ∏laU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ⅱp1on pⅱ ce $9.00 a year. $1.00 per

sing'e copy. Thiⅱ y days’
 notlce requined fbr

change of address. When ordeⅱng a change,

indude add¨ ess l¸bel frorn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ne included. Send

subscⅱ pUons and queⅱ 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ⅱ h Ternple Street, Salt

Lake City, Ut½ h 84150, United States of

Amenca.

Subscⅱption informaion telephone number

801 -531 -2947.

POSTMASTER: Send add¨ess changes to

Songdo-μ
' I,o' at 50 East North Tomple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Ineⅱ 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fH)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올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BB· C832, 청 운동)로 연 락해 주식 
기

바랍니 다.

하이람과 같은 형제·● …●. ●·쉐론 비젤로우

점선 잇기·●̇:˙
 ●●●·케이 스티븐슨

하늘의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