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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올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B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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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심·●……·디 에이 스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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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홉]昱!莖飴廓웅훨蟲톼
워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절망하지

마십 시오”, 상도의 벗, 1987년  3월 호, 7페 이지)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그가)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그의 부활),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 ”(모로나이서

9 : 25)

“거룩하신 구속주의 메시지에는 심 령 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는

경 이로운 소망이다. 영 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위대한 자유가

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당신에게또 슨길을,

[솔트레이크시 티 : 데져 렛 출판사, 1980년 ], 44페 이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것을 알려 주셨으며 이제 주를 기억하며

죄를 멸리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니 낙심하여 고개를

떨어뜨리지 말자. ”(니 파이이서 10 : 20)

“불명예와 죄,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압박당하지

맙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입니다. 그것 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꼐서 여러분을 늪oI

세우도톡 하심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시오.”

 
매리온 디 행스

장로(옌사인, 1981년  7월호, 67페이지 )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여러분에게는 한점 홈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연차 대회, 1969년 : 10월

)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갖고, 해의 왕국으로 향하는 길에 굳건히

선 우리는 위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절벽 이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 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 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다른 수많은 소망과

함께 할 때 혼란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소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데스 지 캡, 청녀 본부 회장(나는

신엉으르 걷숨니다,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 렛 출판사, 1987년 ],

24 ∼ 25페
 이 지 )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 : 13)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갗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그의 복음때문에

우리의 죄가 침례의 물에 씻기워졌습니다. 죄와 죄악이 마치 불에

타듯이 우리의 영혼에서 불타 버렸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갗고 이해력을 불러 일으키는

평 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연차 Ψ회, 197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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