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식의 법
목적: 모든 교회 회원이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도록 장려한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라고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38:3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참된 

금식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또 주린 자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우리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사야 58:7 참조) 정직한 금식 헌금, 

후한 금식 헌금은 우리가 이 특별한 법을 알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개인 및 가족 복지를 인도하는 원리”, 성도의 벗, 1987년 2월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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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

 •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금식과 금식 헌금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셨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6.1.2)

 • “회원들은 금식할 때 적어도 금식하여 먹지 않게 된 음식 가치에 해당하는 금식 

헌금을 교회에 내도록 요청받는다. 가능하다면 회원은 후하게, 그리고 더 많이 내야 

한다.”(지침서 제2권, 6.1.2)

 • “금식의 법에 따른 축복에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힘이 커지며, 현세적인 

복지를 이루고, 온정을 베푸는 마음이 커지며, 봉사하려는 소망이 커지는 것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6.1.2)

 • 금식의 법은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계명이다. 그것은 

신앙과 개종의 문제이다.

 • “올바른 금식일 준수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연속 두 끼 동안 음식과 음료를 

삼가고,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돕기 위해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21.1.17)

감독의 주요 의무

 • 감독은 금식 헌금을 지원할 때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생활 방식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현금보다는 생필품을 제공하고, 일할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은 또한 자립 서비스 훈련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 “감독단과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은 회원들이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찬식과 신권회, 상호부조회, 

기타 보조 조직 모임, 가정 방문, 성전 추천서 접견과 십일조 결산 접견에서 

가르쳐야 한다.”(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5.2.1)



 • 금식 헌금을 거두는 일에 아론 신권 정원회를 참여시킬 때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헌금 참여가 늘어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청남에게도 축복이 된다. “감독들이 

아론 신권 정원회를 금식 헌금을 거두는 일에 참여시킬 때 이 거룩한 책임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4년 2월 28일, 감리 감독단과의 모임 중)

금식의 법의 교리를 가르침

 •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정말 간단해서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우리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훌륭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법입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2쪽)

 •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금식의 법과 제자됨의 원리, 성결하게 됨, 자립, 유혹을 

이겨내는 힘, 안식일 준수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제자됨 및 성결하게 됨: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힐라맨서 3:35)

 • 자립: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역대하 31:10)

 • 유혹을 이겨내는 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이유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압니다. 구주는 그분의 신성한 힘을 오용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 내셨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5쪽)

 •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이 [주님의]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네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교리와 성약 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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